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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과 성실의 상징 신축년(辛丑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커다란 충격
을 가져온 다사다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고속・시외버스, 철도, 항공 여객수송실적
은 급감하였고 여객운송산업 전반에 걸친 타격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우선 원칙하에 국민은 이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보
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출퇴근 시간대의 유연한 변경으로 교통혼잡 분
산 등에 힘을 보태어 감염병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 재택근
무의 증가, 온라인 경제의 활성화, 건강과 방역의 중요성을 교통서비스
에 반영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얻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
통부문에서는 비대면 물류산업의 스마트화, 혼잡분산 교통수요관리, 비
동력 개인교통수단의 안전한 이용, 감염병에 강인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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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시대, 한국교통연구원의 도전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습니
다. 초저금리 지속, 유동성 과잉 등으로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과열하였으나
투자, 생산성, 고용 등 실물경제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소득
불균형의 악화,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 등 국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심
화하는 위기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충격에서 회복되고 거시경제
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충격 회복과 저성장, 소득 불균형, 지
역 불균형 등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국가전략으
로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지역 균형 뉴딜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
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사업은 디지털 기반의 융복합산업 활성
화 프로젝트, 기후위기 대응 프로젝트 등의 성공적 실행을 통하여 산업 생산성을 향
상시키고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도 코로나19 충격 대응,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실행, 거시경제의 불
확실성 해소 등을 위하여 교통물류 분야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기 위해 정책혁신, 연구혁신, 경영혁신과 함께 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021년 “3+1 전략”으로 교통물류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책혁신으로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도로 인프라의 디지털화, 대중교통 분야 자율주행 3단
계 상용화, 스마트도시 교통서비스 개발, 초소형 전기차와 개인형 이동수단의 융합
서비스 제공, 스마트물류체계 구축과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마스터플랜, 도시항공
모빌리티 도입 등 디지털화에 기반을 둔 모빌리티 전환과 혁신 정책연구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또 파리기후변화협약 대응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획기적 대책 방
안,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종합 대책 마련 등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지원
과 그린 뉴딜 분야 연구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물
류부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안정 문제, 교통물류 일자리 현황조사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 연구로 교통물류 산업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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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연구혁신으로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D.N.A(Data, Network, AI) 기반의 경제구조 고도화 정책에 부응하여 교통물류 부
문 빅데이터 수집, 가공, 공유의 활성화로 현장에 대한 이해와 Data에 근거한 연구
체계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소한 모빌리티빅데이터센터(MOBIDAC)를
중심으로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교통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모
빌리티 빅데이터 중심의 교통부문 지자체 맞춤형 솔루션 제공 등 새로운 서비스 혁
신의 밑거름이 되도록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경영혁신으로 연구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최근 다부처, 다학제 주제를 다
루는 융복합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시경제, 신기술 등 복합적 이슈에
대해 매우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교통학문을 바탕으로 미래사회 변화를 선
도하는 연구수행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연구에 대해 도전할 수 있는 교육훈
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World Bank, ADB, OECD-ITF 등 국
제개발협력기구들과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을 통하여 연구원의 글로벌 연구역
량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정, 산업, 노동, 복지, 교육 등 경제사회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연
구 협력플랫폼을 기반으로 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연구, 협동연구 수행을 통해 국
가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에 대한 뉴노멀 대응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서 국책연구기
관의 집단지성을 모아 국민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대한교통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교통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높여 교통물류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물류 싱크탱크로서 사람 중심 교통연구와
혁신성장 연구를 기반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글로벌 교통연구기관으로 발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의 힘든 시기를 거름 삼아 2021년은 국민,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연구수요자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상호 연결하
는 국책연구기관의 역할 수행에 한국교통연구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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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모빌리티 산업의
구조 전환 준비
본부 발족 4년 차에 접어든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
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과 관련하여 2021년을 모빌리티 산업의 구조 전환
(Structural Transformation)을 준비하는 한 해로 삼으려 한다.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3년

2018년 초 한국교통연구원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가 만들어지고 벌써
3년이 지났다. 처음에는 이름이 낯설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익
숙해지고 연구원에서 성과가 가장 큰 조직 중 하나가 되었다. 2020년에는 국
민이 체감하는, 실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본부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여기
서는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내 팀별로 2020년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 2021년에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추어 모
빌리티 산업의 구조 전환을 준비하는 한 해로 삼으려 한다.
그간의 성과

지난 몇 년간 그래왔듯이 4차 산업혁명은 교통 분야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
고 있다. 그러나 2020년 한해를 이야기하는데 코로나19(COVID-19)를 빼놓
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작년 2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 코로나19
의 영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는 통행량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대중교통 통행량이 급속히 줄었다. 한국교통연구원 내부자료에 의하면
신희철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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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지역 간 철도는 35%, 버스는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도시부는 덜 감소하였다. 물론 국제항공 분야의 수요 감소는 말할 필요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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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위기극복과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2020년 7월 한국
판 뉴딜을 확정·발표하였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 교통 분야에서는 디지털 뉴딜에 속한 C-ITS와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4차산업
혁명교통연구본부와 관련이 있으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의 확대가 일부 연관이 있다.

다. 백신이 광범위하게 접종되어 안정화되기 전에

한국판 뉴딜과 교통 분야

는 그 영향권 아래에 있을 것이다.
그래도 첨단교통 분야는 영향이 적었다고 할 수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위기극복과 글로벌 경제를

있는데, 분야의 특성상 기술의 영향을 더 받기 때

선도하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2020년 7월 14

문에 오히려 성과의 압박이 더 컸다고 하겠다. 그

일 한국판 뉴딜을 확정·발표하였다. 한마디로 경

래도 2020년은 소위 ‘타다’ 사태 이후 모빌리티 산

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 2025

업의 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로 여전히 시끄러웠다

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고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이하 자율차) 분야

세 개를 축으로 분야별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이

에서는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들의 합종연횡이 있

루어진다. 데이터 댐, 그린 에너지, 국민안전 SOC

었다. 스마트시티(Smart City)는 세종 5-1생활권

디지털화 등 10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과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사업권이 결정되어 본격

2025년까지 수십조 원씩 투자가 이루어진다.

적으로 시작되었고, 다른 대도시들도 나름의 성과

교통 분야에서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C-ITS 분

를 내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야와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4차산업혁명교통연구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는 자율차 분야에서는

본부와 관련이 있으며, 전기차와 수소차 등 그린 모

CAPTAIN연구단 운영을 통하여 세종 BRT 노선

빌리티의 확대가 일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을 따라 자율주행버스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도
심특화형 전용공간 자율주행셔틀 기반연구』와 『주

자율협력주행 연구

거단지 연계형 저속 자율주행 셔틀서비스 실증연
구』에서는 비록 저속이지만 자율주행 셔틀의 실용

완전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가 멀다는 측면에서

화를 위한 시범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스마트시티

국민이 체감할 만큼의 연구는 아직이라는 생각이

분야에서도 전년에 이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

다. 그래도 ‘자율주행협력연구센터’에서는 시범

시 리빙랩형 스마트 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을 주

사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증연구를 진

도하며 나름의 성과를 내는 등 스마트시티와 관련

행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뉴딜의 핵심 중 하나인

된 국가연구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C-ITS는 우리나라의 중심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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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제명

발주처

과업기간

1

C-IPTS 기반 자율협력주행 대중교통 관제시스템 구축(4차년도)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2021.01.01~2021.12.31

2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4차년도)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2021.01.01~2021.12.31

3

서울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용역(장기3차)

서울특별시

2020.08.01~2021.06.30

4

광주광역시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 용역(2차년도)

광주광역시

2021.03.01~2021.12.31

5

차세대 ITS 시범사업 3단계(1차년도)

국토교통부

2021.01.01~2021.12.31

버스정류장
안전지원 서비스

교통관제센터

신호교차로
협력 자율주행 서비스

사용자 편의
최적화 서비스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3차년도 시연 보고서(안)』, 2020.

그림1•자율협력주행기반 대중교통 4대 핵심 서비스군

데, 올해는 성과가 기대된다.

대상지인 세종시를 대상으로 대형 버스로 확장하

‘자율주행협력연구센터’는 수년에 걸쳐 진행한 대

여 시연하고 있다. 올해 여름에는 세종시에 BRT

전·세종 C-ITS 시범사업에 이어 차세대 ITS 시범

노선을 대상으로 자율주행버스가 도입되어 세종

사업을 진행하고 서울은 3차, 광주는 2차년에 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증을 위한 운행을 실시할 예

쳐 실증사업 관리를 하고 있다. 이처럼 ‘자율협력

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국가연구를 주

주행연구센터’는 C-ITS 도로 인프라와의 연계를

도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왔는데, 올해는 자율협력주
행의 실증 확대를 목표로 차세대 C-ITS 시범사업

미래차 연구

등 C-ITS 분야를 국토교통부 자율협력주행정책의
핵심 인프라로서 확대하여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

자율주행도 연구하지만 자율차를 넘어서 미래차

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반을 연구하는 ‘미래차연구센터’에서는 자율주

2018년 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계속될 한국교통

행을 비롯한 산업부문에서 제도적 기초를 닦는 일

연구원 주관의 R&D인 CAPATAIN연구단(자율주

을 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

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단)에서는 실증

용화 측면에서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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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과제명

1

자율주행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연구

2

미래형 교통수단 기술개발사업 기획

3

익산시 자율주행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

4

자율주행버스 안전성과 연결성 성능평가 및 시험 국제표준개발(4차년도)

5

자율주행 교통물류 미래전망과 정책제언

연구와 미래차 관련 표준화를 선도하는 연구를 하

발주처

과업기간

국토교통부

2020.08.28~2021.02.23

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2020.10.01~2022.03.31

익산시

2020.12.14~2021.04.12

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21.01.01~2021.12.31

한국교통연구원

2020.09.01~2021.01.31

스마트시티 교통연구

고 있는데, 이는 미래차의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
라 국민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중 하나이면서 이번 정부의

‘미래차연구센터’는 2019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의 핵심

의 R&D인 ‘주거단지 연계형 저속 자율주행 셔틀

은 교통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서비스 실증’을 중점 연구로 시행하고 있다. 내년

앞서 있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

초까지 지속할 이 연구는 본 연구원이 주관하여,

야이기 때문이다. ‘스마트시티교통연구팀’은 스마

세종시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저속의 자율주행셔

트시티에서 교통의 역할과 구축전략을 연구하고

틀을 실증하는 연구인데, 작년에 본격적인 실증을

특히 법제도와 규제 및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율주행셔틀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19년 ‘스마트시티 국가

었으나 코로나19로 실증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는

시범도시 리빙랩형 스마트 모빌리티 종합실증사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증사업

업’을 시작하여 연구원 주도로 실행하였다.

을 진행할 예정으로 C-ITS와 함께 미래를 위한 디

올해는 스마트시티를 통한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지털 뉴딜의 중요한 사업이다.

에서 시민이 체감하는 실증을 목표로 한다. 작년

또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연구나 미

부터 진행하던 스마트시티 과제 이외에 국가시범

래형 교통수단 기술개발 기획 역시 교통 분야의

도시 스마트교통 혁신기술 도입지원업무 위탁용

미래를 위해 중요한 국가사업이라 할 수 있다.

역의 후속사업으로 도시 리빙랩형 스마트 모빌리

연번

과제명

발주처

과업기간
2021.01.01~2021.12.31

1

스마트 모빌리티 및 주차공간 공유지원 기술 개발(4차년도)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2

자동차전용도로/도심로자율주행시스템 개발 및 성능평가(5차년도)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2021.01.01~2021.12.31

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권 지능형 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범시스템 구축사업

KOICA

2021.01.01~2025.12.31

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마트 모빌리티 발전 전략

한국교통연구원

2021.01.01~2021.10.31

5

2021년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리빙랩형 스마트모빌리티 종합실증사업

국토교통부

2021.02.01~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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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는 2021년에도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기존의
승차공유 문제나 AI를 활용해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도심형 개인항공교통(UAM) 연구 이외에
PM(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수단) 및 UAM 등과 연계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에 관한 연구를 할
예정이다.

퍼스널모빌리티 공유서비스

차량 공유 서비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통합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주차 서비스

스마트 교차로 서비스

스마트 횡단보도 서비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내부자료(스마트시티 팀 제공), 2020.

그림2•국가시범도시에 도입할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8개)

티 종합실증사업을 수행하여 이제는 국민께서 구

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

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은 노력을 경주한 한 해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모빌리티 특별법 제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모빌리티 서비스혁신 연구

이외에 3기 신도시로 인한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BRT 관련 연구 등 실용적인 연

2019년에 이어 작년에도 공유교통과 관련하여 승

구를 많이 수행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도심형 개

차공유가 이슈였다.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 내

인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관련 연

‘모빌리티서비스혁신연구팀’은 국토교통부를 도

구도 수행 중이다.

연번

과제명

발주처

과업기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2020.12.08~2021.08.04

인공지능기반의 미래교통운영 기반기술 개발 및 활용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2021.01.01~2021.12.31

3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인증 및 안전운항기술 개발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2021.01.01~2021.12.31

4

미래교통 운영체계 구축 전략수립

대구광역시

2021.02.01~2021.09.30

1

간선급행버스체계 시설 기술기준 재정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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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➊ 모빌리티 산업의 구조 전환 준비

OPPAV서비스(1단계)

결절점 확장(2-1단계)

도시부 주요지역 확대(2-2단계)

-헬기서비스(0단계)2-1단계

2-2단계

1단계

0단계

공항거점

교통 결절점

교통 결절점
(철도역, 고속버스 터미널 등)

3단계

공항거점

교통 결절점
<도심부>

3단계

3단계

주요 결절점
(송도, 일산, 과천 등)

3단계

3단계

교통 결절점
(철도역, 고속버스 터미널 등)

주요 결절점(송도, 일산, 과천 등)
<도시부 주요지역>

승하차 지점 확장(3단계)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OPPAV 교통서비스체계 도입방안 연구 2차년도 연차실적보고서』, 2020.

그림3•OPPAV(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 서비스 확장개념도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혁

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정책에도 많은 도움을

신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기존의 승차공유 문제

주었다. 국민에게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드렸

나 AI 기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 UAM

다고 생각한다. 자율주행셔틀과 스마트 모빌리티

연구 이외에 PM(Personal Mobility) 및 UAM 등

리빙랩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였

과 연계된 다양한 모빌리티 혁신에 관한 연구를

다. 승차공유 문제에서도 아직은 평가하기 이르지

진행할 예정이다.

만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올해는 자율주행 기술혁신사업단이 발족하여 자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구조 전환을 준비하는 2021년

율주행과 관련하여 7년에 1조 원이 넘는 예산
이 투입될 것이다.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문제

2018년 본부가 생긴 이래 단계별로 꾸준한 성과를

는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중 디지

올린 4차산업혁명교통연구본부는 2020년 대외적

털 뉴딜과 관련하여 모빌리티 산업의 구조 전환

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여러 건의 R&D와 정

(Structural Transformation)을 준비하는 한 해

책연구가 실행되었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

가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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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통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대중교통체계 혁신 연구
및 코로나19 이후
미래 교통체계 구상
도시교통을 근간으로 전통적 교통연구를 주로 담당하는 종합교통연구본부는
2021년에 중점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 그린 뉴딜사업 지원 연구, 코로나19 극
복과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광역교통 및 신도시 교통개선에 관한
연구, 종합교통 부문 미래 교통체계 구현에 관한 연구 등을 설정하였다.

들어가며

2020년은 코로나19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기였다. 지난해 초 중국에서 발생한 전염병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남의 일
보듯 하다 봄, 여름을 지나면서 전 세계로 확산하여 사회적·경제적으로 막대
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는 초기 방역에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겪으며 비교적 이
전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전쟁
기간이 길어지면서 다시 2차 확산 국면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
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는 실정이다.
교통부문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막대하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한 교
통수요의 전반적 감소, 특히 해외 여행수요의 급감과 이로 인한 항공산업 및
고용시장의 붕괴, 대중교통이나 공공/공유교통에 대한 기피로 인한 운수업
계의 경영악화, 이로 인한 공공 교통서비스 수준 악화 등 영향이 광범위하다.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기피 현상은 코로나19가 극복된 이후에도 완전히 사
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어 향후 교통계획 및 운영 측면에
장원재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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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담이 되고 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고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특집 ➋ 대중교통체계 혁신 연구 및 코로나19 이후 미래 교통체계 구상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코로나19 이전

성되어 있다. 광역교통, 도시교통, 대중교통, 교통

의 구조적 문제점들까지 해소 또는 완화해 더욱더

약자 이동권,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확보 등 도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해야

교통을 근간으로 전통적 교통 연구를 주로 담당한

할 것이다. 교통부문도 한국형 뉴딜사업의 지원,

다. <표 1>은 2020년과 2021년에 걸친 각 센터·

대중교통산업의 강건성 확보 등 향후 코로나19 극

팀별 연구 추진 로드맵이다.

복 이후 혹은 또 다른 재난 발생 시에도 적절히 대

올해 중점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그린 뉴딜사

응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업 지원 및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대응 연
구』, 『코로나19 극복과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

주요 연구방향

안에 관한 연구』, 『광역교통 및 신도시 교통개선에
관한 연구』, 『종합교통 부문 미래 교통체계 구현에

종합교통연구본부는 2센터(광역교통연구센터, 도

관한 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각 분야에 대한

시재생·교통영향평가연구센터), 2팀(이동권·신운

간단한 설명과 세부 추진과제들을 서술한다.

송산업연구팀, 기후변화·지속가능연구팀)으로 구

표1•종합교통연구본부 센터·팀별 연구 추진 로드맵
팀/센터

구분
연구 목표 

광역교통
연구센터

이동권·
신운송
산업
연구팀

세부
실천과제

연구 목표

세부
실천과제

연구
기후변화· 목표
지속가능
교통
세부
연구팀
실천과제
연구 목표
도시재생·
교통영향
세부
평가
지원센터 실천과제

2020년

2021년

광역교통체계 개편방안 마련

대중교통체계 혁신방안 마련

•광역교통체계 개편
•대중교통체계 개편
•광역교통개선대책 제도개선
•광역급행버스 신설 타당성 분석체계 구축
•광역 환승요금체계 개선방안 마련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편


교통낙후지역 교통서비스 다양화 방안 및
교통산업 체질 개선 방안 마련

•전세버스 제도개선 방향 제시
•벽지노선 재정지원 기준 마련
•농어촌 대중교통체계 개편 방안 마련
국가 지속가능 교통물류 중장기 대응방안 도출
•장기저탄소경제 실현 교통부문 방안 마련
•교통부문 지속가능성 증진
교통영향평가센터 고유업무 추진 여건 조성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 추진
•대도시권 광역교통 분야 R&D 기술로드맵 수립
•감영병 대응 대중교통 서비스기준 재검토
•시외버스 정보화 사업 추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가이드라인 마련
대중교통 취약 지역·부문에 대한 교통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취약지역 수요대응형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정책 및
기술 개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건강·방역에 강인한 대중교통체계
운영·관리 기반 마련
신기후체제 대응, 국가 지속가능교통물류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실행전략 마련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보급 및 추진전략
•대중교통 통합환승요금제 개선방안
교통영향평가센터 고유업무 추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협의 체계 마련
•교통영향평가제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시행
개선방안 지원
•도시재생-교통 연계형 사업추진방안 발굴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관련
•광역교통·도시교통·교통SOC 관련 정책 및
융합연구 제안 (KOTI-AURI-국토학회 협동연구 추진)
기술연구 수행
•광역교통·도시교통·교통SOC 관련 정책 및 기술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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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시 대중교통 서비스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낮은 수준의 서비스가 주류였으나 더는 이러한
형태로는 목표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달성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감염병은 차치하더라도 극
도로 혼잡한 출퇴근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린 뉴딜사업 지원 및 정부의 탄소중립(Net Zero)

자체가 줄고, 교통수단의 선택에서도 모르는 사람

선언에 따른 후속 대응 연구

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대중교통이나 공공/공

2021년은 신 기후체제(Post-2020)가 시작되는 해

유교통을 피하고 개인 자동차 등을 선호하는 경향

로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코로나19가 사라진

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탄소중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통산업의

립 실현 목표연도를 2050년으로 선언함에 따라 교

위축이나 이용자 감소로 인한 경영수지 악화, 고

통부문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안 및 중장기

용 악화 등이 한동안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획 수립이 더욱더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또한 그동안 도시 대중교통 서비스는 비교적 저렴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경제 침체 극복과

한 비용에 낮은 수준의 서비스가 주류였으나 더는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

이와 같은 형태로는 목표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달

로의 전환 등 국가 경제체계의 체질 개선을 목적

성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

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연구도 올

서 감염병은 차치하더라도 극도로 혼잡한 출퇴근

해 중점 추진 대상 중 하나이다. 세부 과제로는 다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이

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 있다.

필요하다.

•탄소중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세제 및 보

한편, 모빌리티 플랫폼에 관한 관심은 전 세계적

조금 개편 방안
•교통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 발굴
및 효과평가 및 실현방안 연구

으로 여전하며 앞으로도 교통산업 부문에서 큰 영
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플랫폼
운송사업이 가능해져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등

•정부의 LEDS(Low-emission Development

장이 가능해지는 시기이다.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Strategies) 등 중장기계획 수립 지원(환경부,

통해 교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수를

국토부의 LEDS 수립 지원)

늘려 교통산업의 경쟁력과 고용 창출을 위한 연구

•그린 모빌리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도 중요한 항목이라 하겠다. 주요 세부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감염병 대응 대중교통 서비스 기준 설정

코로나19 극복과 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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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역에 강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지원
•이용자 중심 통합 모빌리티 사업체계 구현 방안

특집 ➋ 대중교통체계 혁신 연구 및 코로나19 이후 미래 교통체계 구상

그림1•중장기 미래 교통시스템 연구 또한 종합교통연구본부의 할 일이다.

광역교통 및 신도시 교통개선 연구

등에 대응해 신도시 내부의 교통체계도 기존의 천

수도권은 향후 몇 년 이내에 GTX로 인한 광역교

편일률적인 형태에서 해당 신도시의 특성에 맞으

통체계의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공

며 장래 교통시스템의 변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간(또는 거리)은 시간에 대체로 정비례하였는데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신도시 입주민의

GTX는 이러한 일반적인 거리와 시간의 관계를 달

교통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

리하는 교통수단이다. 수도권 외곽에서 진입하더

책을 지원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라도 통행시간이 도심에서와 큰 차이가 없는, 전

•뉴노멀 시대의 신도시 교통 계획기준 연구

례가 없는 수단이라 그 파급력을 예측하기 어렵

•GTX를 중심으로 한 광역 환승체계 구축 방안

다. 다만, 정차역이 많지 않으므로 최종 목적지까

•광역 환승요금체계 개선 방안

지 이동하기 위한 환승체계가 매우 중요하며, 이
환승체계의 수준에 따라 이용자 수도 크게 갈릴

종합교통 부문 미래교통 연구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교통연구본부에는 기술연구보다는 정책연구

한편, 광역교통과 함께 신도시 내부의 교통체계에

가 많다. R&D 연구도 주로 정책 지원 부문이나 총

대한 변화 요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머지않은

괄 관리 등을 주로 담당해 왔고 그나마도 수행 건

미래에 등장할 것 같은 자율주행차량 및 서비스의

수가 많지 않다. 하지만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정책

등장, 고급형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기대 증가,

목표를 달성할 방안에 대한 관심은 본부 내 구성

개인용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이용의 확산

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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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교통연구본부는 자율주행 서비스 중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발굴 및 제공과 관련한 연구, 그리고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관련한 정책 연계 등에서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에 특화된
R&D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통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완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요소 발굴 연구도 예
정돼 있다.

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원하는 수준의 목

화가 어쩌면 현대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손

표 달성이 어렵지만 첨단 기술을 활용해 비교적

쉬우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한다. 그렇게

쉽게 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면 현대 사회가 통행량과 통행거리를 과도하게

올해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시작되는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닐까? 도시화,

해이다. 종합교통연구본부에서도 자율주행 서비

광역화 등 생활권의 확대로 인해 인당 에너지 소

스 중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 발굴 및 제공과 관

비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아이러니하게 개인의 가

련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기술개

용시간 상당 부분을 교통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과 관련한 정책 연계 등에서 역할을 맡고자 한

되었다. 더구나 첨두시 통행 집중을 유발하는 일

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에 특화된 R&D 기술개발

자리 문화로 인해 교통 문제는 극단적으로 악화한

로드맵 수립을 통해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 또는 완

것이 아닌가 한다.

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요소들을 발굴하고 이후 가

제한된 시공간을 여러 사람이 효과적으로 나눠 쓸

까운 미래에 연구개발로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것이 앞으로의 교통체계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장기 미래 교통시스템, 특

구현의 핵심 요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교통

히 미래 교통체계의 거버넌스 등에 관한 기초 연구

부문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코로

를 수행해 미래 교통체계 구상에 대한 밑그림을 그

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릴 계획이다. 추진할 세부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코로나19의 충격

•교통약자 모빌리티 서비스 기술 개발

으로 야기되었지만, 적절히 받아들여 쓰임새 있게

•대도시권 광역교통 분야 R&D 기술로드맵 수립

활용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 할 것이다. 코로
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맺음말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대면 활동
과 관련한 통행이 감소하고 있다. 대면회의 대신
화상회의가 제법 많아지고 있으며, 재택근무로 출
퇴근 시 통행량도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와 같은 생활방식의 변화, 그리고 통행행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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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여는 고민이 되었으면 한다.

특집 ➌ 패러다임 바뀌는 도로정책 주도, 산적한 도로문제 솔루션 제공

도로교통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패러다임 바뀌는 도로정책 주도,
산적한 도로문제 솔루션 제공
도로교통연구본부는 도로건설과 이동효율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던 기존 도
로의 건설·관리 방향을 ‘이용자 중심의 기능형 도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
민이 이용하면서 도로 기능별로 다른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도로 건설
및 관리 목표를 수립할 계획이다.

들어가며

돌이켜보면 2020년은 코로나19밖에 기억나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거의 일
년 내내 모든 국민이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
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IMF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은 애초 2.0%였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1.9%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도 중국을 제외하고는 플러스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는 없어 보인
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 분야, 특히 도로교통 분야가 국민의 관심을 예년처
럼 크게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도로교통 관련해서 추진해오던 정
책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국가도로망 구축과 관련해서 국가고속망
남북 2축의 일부인 서울문산고속도로와 동서 2축의 일부인 밀양울산고속도
로가 각각 11월, 12월 개통되었으며, 남북 1축의 일부인 계양강화고속도로
와 동서 6축의 일부인 제천영월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통이동성 편의
증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근래 들어 도로의 추가 건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교통
조한선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수요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후 인구감소로 인해 교
통수요는 다소 감소하나 화물물동량의 증가로 인해 총 차량주행거리는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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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도로건설의 효율적인 투자가 도로부문의 쟁점사항이었으나, 이제는 도로관리를 어떻게 효
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도로건설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으로 도
로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로건설이 아직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곧 다가올 도로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하루속히 마련하여야 할

추가로 많은 도로를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

것이다. 이 외에도 도로 분야에서 풀어야 할 숙제

은 무리일 수 있으나, 국토의 면적 및 인구수 그리

는 아직도 산재해 있다.

고 국가의 경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2021년 한 해에 모든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을 마

의 도로망을 구성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련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올해부터라도 차근차근

야 할 것이다.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도

중앙정부의 도로부문 예산은 2015년 이후 지속적

로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

으로 감소 추세이다. 특히, 건설부문은 계속 감소

한 나름의 솔루션을 고민할 것이지만, 한국교통연

하는 반면 관리부문은 증가하고 있는데, 2020년

구원만의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산·

건설부문 예산은 약 4.1조 원, 관리부문 예산은 약

학·연의 교통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

3.0조 원이었다. 도로 인프라의 노후화가 갈수록

니라 일반시민의 관심 또한 중요하다.

심화할 것이므로 이 격차는 더욱 줄어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국민의 삶이 하루속히 일상

역전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도로건설의 효율

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2021년 한국교통연구

적인 투자가 도로부문의 쟁점사항이었으나, 이제

원 도로교통연구본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간단

는 도로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가 점

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도로건
설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황으로 도로관리에 더

도로교통연구본부 구성 및 연구방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도로건설이 아직은 필요한 상황

도로교통연구본부는 도로정책연구팀, 도로운영·

에서 도로건설을 게을리할 수도 없으며, 곧 닥쳐

보행교통연구팀,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등

올 도로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

3개의 팀/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센터의

이다.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도로건설계획을 무조건 고

‘도로정책연구팀’의 주요 연구방향은 도로 SOC 투

집해서는 곤란할 것이며, 이즈음에서 기존 계획을

자 효율화, 도로 운영 효율화이다. 국내 교통인프

재평가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라 정책은 운영 효율화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

인공지능(AI)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도로관리의

으나, 최소한의 도로 신설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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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도로 패러다임이 이동성 중심에서 접근성과 안전성 강화로, 자동차 위주에서 인간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로, 도로 신설 및 확장에 대한 타당성 관련 연구는

루어졌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

가 요구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거리두기에 불

로 수행할 것이다. 또한, 도로의 신설보다는 기존

리한 대중교통수단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개

도로의 운영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부 및

인형 이동장치가 현재 도로 시스템에 안전하게 정

지역 간 도로의 교통 특성이 상이하므로, 이를 별

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및 기술 연구가 수

도로 구분하여 연구를 추진할 것이다.

행될 계획이다. 2021년은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도로운영·보행교통연구팀’의 연구 목표는 안전하

관련 국가 R&D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다.

고 효율적인 도로운영 연구를 통한 친환경 개인교

‘도로운영·보행교통연구팀’은 도로운영 측면에서

통 기반 조성이다. ‘도로운영·보행교통연구팀’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영향을 예측하고 미래도로가

이 목표하에 2021년 연구 방향을 ‘도로교통의 지

자율주행자동차를 수용하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New Mobility 체계 연구’

제반 사항을 연구하여 도로 설계의 미래 기준을

로 정하였다. 2021년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본

정하는 기초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격적인 5030 안전속도 관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의 주요 연구방향은

는 해이다. 이에 발맞추어 보행, 자전거, 퍼스널 모

국가 교통안전체계의 선진화로 잡았다. 2021년

빌리티 등 개인형이동수단의 안전과 편리를 위한

은 「제9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기반조성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 한 해 많

해이다.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정책이 본격

은 미디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문제가 다

추진되며,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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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처벌이 강화되는 등 선진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획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도로 분야 정책 및 국가

위한 주요 정책이 시행된다.

도로망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최근 3년(2017년~2019년)

다. ‘도로정책연구팀’에서는 2019년부터 관련 연

간 감소율이 10.5%에 이르는 등 교통안전 정책의

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며, 2021년 상반기에 마

추진 실적이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

무리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본 계획

라 작년 연초에는 최근의 추세로 볼 때 2020년 교

에는 국가도로정책의 비전 및 목표와 더불어 국가

통사고 사망자수가 최초로 2,000명 대로 낮아질

도로망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도로 분야 전반에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거쳐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이 선진국 수준으로 본격 진입하기 위해

세부 정책이 포함될 것이다.

주요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하여 법·제도 및 정책

우리나라 국가간선도로망은 1992년에 수립한 7×

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분석하여 교통안전체계를

9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 후 건설된 간선도로

완비하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축을 이 프레임 안에 지선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작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렇다 보니 7×9으로는 실제 우리나라 국가간선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줄어들었으나 교통사고 사망

로망 골격을 적절히 표현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

자수의 감소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를 중심으로 Missing 링크가 존재하는 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선진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28년에 거쳐 끌고 온 7×9

장애 요소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

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이에 따른 재편이 필요한

다. 아울러 IT,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선

시점이다.

제적 교통안전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도로건설 위주에서 도로운영 효율화 및 유지보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이

강화로, 이동성 중심에서 접근성과 안전성 강화

안전한 도로 환경의 조성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로, 자동차 위주에서 인간 중심으로 도로 패러다

도 도로안전시설이 미비한 구간이 많다. 교통사

임이 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기존

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도로안전사업을 촉진하면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함과 동시에 도로에 새

서 수요를 조사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 2021년

롭게 요구되는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국가도로망

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도로교통 안전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들을 제도화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모니

우선 도로건설과 이동효율 향상에 주안점을 두었

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던 기존 도로의 건설·관리 방향을 ‘이용자 중심의
기능형 도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이 이용하

도로교통연구본부 팀·센터의 주요 연구내용

면서 도로 기능별로 다른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
도록 도로 건설 및 관리 목표를 수립할 것이다. 고

도로정책연구팀

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 등 도로관리

도로 분야에서 법적으로 가장 상위계획은 「국가도

청 위주의 도로체계를 국가고속도로망, 대도시권

로망종합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는 10년 단위 계

고속도로망, 권역간선도로망으로 개편하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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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 지선 예 (남북1축)

Missing 구간 예

그림2•장대 지선(왼쪽)과 Missing 구간

자들이 더 쉽고, 안전하며, 신속하게 도로를 이용

로에 대한 체계적인 인프라 개선으로 교통안전 관

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이다.

리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전교차로 정책연구 지원사업’은 ‘도로정책연구

또한, 현재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상 설치할 수 있

팀’의 고유사업 중 하나로 회전교차로 설치타당성,

는 회전교차로 유형은 소형/1차로형/2차로형으

설계컨설팅 및 효과분석 등을 주요 정책지원사업

로 규정되어 있어,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되지 않

으로 수행하며, 2021년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회

으면 회전교차로 설치가 불가능하였다. 2020년도

전교차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에 국토교통부와 함께 초소형 회전교차로 설계기

회전교차로는 2010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에 약

준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행정안

1,300개소가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에 약 38,200

전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초소형 회전교차로 시

개의 신호교차로와 27,700개의 비신호교차로가

범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도심 이면도로

운영 중이며, 이 중 상당수가 안전 및 운영효율 측

등에 초소형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

면에서 회전교차로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는 많았으나, 설계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

나, 현재까지 회전교차로로 설치에 대한 중·장기

제로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올해의 시범사

적인 국가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본 계획을 수립

업을 통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내년부터는 초

함으로써 향후 회전교차로 확대 설치를 통해 교차

소형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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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것이다. 자동차의 속도
가 느려지면 보행, 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등 개
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이 제고된다. 특히 2020년
전 세계를 휩쓸고 2021년에도 그 영향이 쉽게 가
라앉을 것 같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거
리두기에 매우 유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
를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의 연구에 따
기존 신호교차로

르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 도시들은 <그
림 3>과 같이 도로공간을 재분배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유리한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가 더
많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개
인형이동수단 중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개인형이
동장치의 안전성 문제가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
러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기반

회전교차로 전환

이 조성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는 개인
형 이동수단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지속가능

그림3•기존 신호교차로(왼쪽)과 회전교차로 비교

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로운영·보행교통연구팀’은 개인형 이
동수단이 도로시스템에 안전하게 융합할 수 있도

도로운영·보행교통연구팀

록 하는 방안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2021년 도로운영 부분의 주요 변화는 5030 안전

2021년은 자율주행자동차 국가 R&D 사업이 본격

속도 사업의 본격적 시행,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

개인형 이동수단의 장점 부각, 자율주행자동차 국

운전자의 반응시간, 실수 등의 한계를 갖지 않는

가 R&D 사업의 본격적 시작으로 요약된다. ‘도로

다. 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에 진입하면 도

운영·보행교통연구팀’은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로운영의 방법 및 평가가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한

2021년 연구 방향을 ‘도로교통의 지속가능성 제고

다. ‘도로운영·보행교통연구팀’은 이러한 배경에서

를 위한 New Mobility 체계 연구’로 정하였다.

국가 R&D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율주행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은 도시부 주거·상

자동차의 영향을 예측하고 미래도로가 자율주행

업·공업 지역 도로의 통행 속도를 50km/h 이하로

자동차를 수용하기 위해 변화해야 하는 제반 사항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개정은 2년간의

을 연구할 계획이다. 2021년 연구는 도로 설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부터 전국 도시부 도

미래 기준을 정하는 기초 연구가 될 것이며 교통

로에서 시행된다. 유럽에서 1950년대와 1980년

류의 해석, 도로용량의 분석, 도로운영의 방법, 도

대에 걸쳐 시행된 도시부 속도관리 사업이 본격적

로설계의 기준 등을 포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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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➌ 패러다임 바뀌는 도로정책 주도, 산적한 도로문제 솔루션 제공

Pre Covid-19

Post Covid-19 : Re-spaced for more people w/physical distancing

자료 : OECD-ITF, Re-spacing Our Cities For Resilience , 2020.

그림4•유럽 도시들에서 운영되는 코로나19 대응 도로공간 재배분 사례

국가교통안전·방재연구센터

이고 있다. 한편 개인형 이동교통수단(Personal

2021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Mobility, PM) 교통사고는 지난 3년간 교통사고

수 3,349명(2019년 현재) 중 39%를 차지하는 보

발생 건수는 3.8배, 사망자 수는 2배로 폭발적으

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

로 늘어나고 있다.

해 ‘보행·개인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한 도시부 도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도시교

로 네트워크 설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

통체계의 변화를 정리하고 감염병을 예방하면서

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전체 보행

일상적인 도시 내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도로

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5년에 1,795명에서

설계 및 네트워크 운영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2019년 현재 1,302명으로 줄어들고는 있다. 그러

이에 따라 보행자 및 개인형 이동교통수단 교통사

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보행자가 차지하

고를 줄이며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사고발생 시에

는 비율은 38.8%로 매우 높고 지난 5년간 줄어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지 않고 있다. 또한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이를 네트워크 차원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연구

2015년 51,759건에서 2019년 46,682건으로 지

할 계획이다.

난 5년간 연평균 2.5%씩 감소하는 낮은 실적을 보

또한 2021년에는 제9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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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6년)」을 새롭게 수립하는 시기이다. 최
근 교통안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교통사

235,000

5,000

4,621
4,292

고 사망자 수가 2,000명 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견

230,000

되면서 우리나라 교통안전 정책이 전환기를 맞고

225,000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직도 교통안전 선진국에

220,000

비해 법·제도적으로 미흡한 분야가 많으므로 이러

215,000

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또 IT, AI, 빅데이

210,000

터 등 신기술을 융합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205,000

4,185

4,500

229,600
3,781

232,035

4,000
3,500

사망자수(명)

3,000

3,349

2,500
220,917
2,000

발생건수(건)

217,148

216,335

1,500
1,000
500
0

2015

줄일 수 있는 정책대안의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2016

2017

2018

2019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각 연도.

그리고 2021년에도 교통사고 제로화 실천·지원

그림5•교통사고 발생 추이

사업을 계속 수행하면서 우리나라 교통사고 제로
화를 위한 정책대안 및 법령 개정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함께 교통사고 제

할 계획이다.

로화 실천 세미나를 통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할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겨울철 기온이 상승

계획이다. 금년에는 특히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하면서 블랙아이스 교통사고가 증가하며 운전자

중상자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원인 분석 및

의 경각심이 낮아지고 도로관리자의 대응은 더욱

대책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 국가교통방재체제 구축 및 유지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통사고 발

사업을 통해 도로재난(대형교통사고) 발생 저감

생 건수는 예년보다 줄어들었으나 교통사고 치사

및 발생 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살얼음사고를 줄

율은 오히려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기 위한 신기술 도입 방안과 안전 효과 및 고용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통안전상의 영향을 분석

창출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표1•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발생 추이(전체, 보행자, 개인형 이동수단)
구분
전체
보행자
개인형 이동수단
(PM)

연도

2016

2017

2018

2019

사고건수(건)

232,035

220,917

216,335

217,148

229,600

-0.3%

3.0%

사망자수(명)

4,621

4,292

4,185

3,781

3,349

-7.7%

-10.5%

사고건수(건)

51,759

49,235

47,377

45,921

46,682

-2.5%

-0.7%

사망자수(명)

1,795

1,714

1,675

1,487

1,302

-7.7%

-11.8%

사고건수(건)

-

-

117

225

447

-

95.5%

사망자수(명)

-

-

4

4

8

-

41.4%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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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➍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철도교통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철도교통연구본부는 2021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주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계획의 고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자
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며,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 철도
운영전략 관련 연구, 철도운임 관련 연구, 도시철도 혼잡 및 보건 관련 연구 등
의 연구수행을 통해 정부의 철도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철도교통연구본부의 2020년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2021년 연구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철도교통연구본부는 철도정책·광역철도연구팀, 철
도산업·안전연구팀, 철도운영·공공성연구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팀/센터
는 부여된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필요시 팀/센터 간 협업
을 통해 주요 업무에 대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철도정책·광역철도연구팀’은 국가의 철도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 및 광
역·도시철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철도산업·안전연구팀’은 철도산업 및
안전 분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R&D 분야도 연구범위에 포함된다. ‘철도
운영·공공성연구센터’는 철도운영 전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특히 민자
철도를 대상으로 철도 공공성 연구를 수행한다.
2020년 연구성과

철도교통연구본부는 2020년에 국가의 철도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건설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계
문진수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

획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를 필두로 『제2차 국
가기간망계획 및 제5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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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연구본부가 제시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내용은 철도 및 도로사업의
정책효과 분석에 있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 KDI가 마련한 재정투자사업의 정책
효과 적용 연구에도 상당 부분 반영되어 향후 신규 교통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시 폭넓게 활
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법정계획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

제안한 「철도안전법」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현

며, 2021년까지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최종결과를

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철도안전법 전면개정 연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지역 형평

구』가 진행 중이며, 한국교통연구원도 해당 과제

성 기반의 국가철도망 구축 및 운영전략』과 『혁신

에 일부 참여하고 있다. 법률 개정의 핵심은 철도

도시 모빌리티 강화방안』이라는 연구원 자체 과제

안전관리체계의 내실화 및 부담 경감과 함께 철도

를 수행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SOC

보안의 중요성 부각이며, 해당 연구는 2021년 2월

투자계획 수립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종료 예정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2020년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철

정부의 민자 철도사업 활성화 기조에 따라 2020년

도안전연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한 해였

에는 민자 철도사업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

다. 특히 2019년에 철도교통연구본부가 수행한

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사업 예비타당성조

『사전예방적 철도안전정책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사 대응 연구 용역』을 통해 해당 사업의 정책효과

방안에 따라 철도기술연구원에 ‘철도안전연구센

를 분석함으로써 국토교통부의 신분당선 광교~호

터’가 개설(’20.9)되어 전문적인 철도안전정책 지

매실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의 통과에 기여

원 및 기술개발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하였다. 2019년 4월에 발표된 『예비타당성조사 개

그 밖에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효과성 분

선방안』에 따라 정책적 분석 중 사회적 가치를 포

석 및 제고방안 연구』를 통해 철도안전관리 승인

함하는 정책효과 부문이 신설된 바 있으며, 주무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관청은 사업의 정책성을 분석하고 예비타당성 평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철도부문 형식승인제

가과정에서 평가자에게 이를 설명하는 체계로 개

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철도차량 형식승인·제

편된 것이다.

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의 개정(2020.5)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철도건설 사업은 개

이루어져 그간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어 오던 철도

편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적용하는 첫 번째 대

부문 형식승인제도에서 규정하는 일부 규제를 완

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정책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표 선정과 분석 방법론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철도안전연구의 또 다른 성과는 수탁과제로 진행

사항이었다. 철도교통연구본부가 제시한 신분당

된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에서

선 광교~호매실 사업의 정책효과 분석내용은 이

026

월간 교통

특집 ➍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

그림1•급변하는 모빌리티 체계에서 철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철도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

후 추진된 철도 및 도로사업의 정책효과 분석에

부 관점에서의 효율적 사업 추진방안(운영기간,

있어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운임수준,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을 제안하여 정

최근 KDI가 마련한 재정투자사업의 정책효과 적

부의 정책 추진을 지원하였다.

용 연구에도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향후 신규 교통

이 밖에도 신규 철도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서의 검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시 폭넓게 활용

토도 이루어졌다. 철도사업 민간제안서가 접수되

될 것으로 판단된다.

는 경우 「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민간

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161호)에 따라 국토

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신청서 평가 및

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제안서 검토를

협상 과정에서 그간 철도교통연구본부가 많은 역

의뢰하게 된다. 철도교통연구본부에서는 2020년

할을 수행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수도권광역급

에는 일산선 연장(대화~운정~금릉) 민간투자사업

행철도 C노선(수원~덕정)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제안서를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안) 작성, 민간투자사

출하였으며, 민간제안사업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

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고시에 이르는 일

쳐 해당 제안서에 대한 KDI 민자 적격성조사를 의

련의 정책수립 과정에 기여하였다. 민간투자시설

뢰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사업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수도권광역급행

그 밖에도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

철도 C노선의 최적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한편, 정

자사업 최초운임 산정을 위한 운임체계 연구』,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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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광교~호매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학

행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교통연구본부는 일부 철

술부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추가

도 R&D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으나, 매우 제한적

역 신설 및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검증 용역』 등

인 참여에 불과한 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서 운임체계 연구

철도사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점, 연구

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수행을 통해 정부의 민

가 주로 수탁과제에 편중되어 학술적인 측면의 연

자 철도사업 추진에 기여하였다.

구수행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은 2020년 한

또한, 철도교통연구본부는 『서울역 공간구조 개

해를 뒤돌아봄에 있어 아쉬움으로 자리하는 대목

선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통해 서울역을 경유

이다. 이와 함께 정부 및 지자체 등 외부기관의 연

하는 철도노선의 효율적 배치 등 공간구조 개선

구 수요에 매몰되어 철도교통연구본부가 선제적

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서울역의 미래 발

으로 국가의 철도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

전 청사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계가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2021년까지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경부선 철
도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연구 용역』의 수행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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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심에 위치한 철도노선의 지하화 등 시설 효
율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철도교통연구본부는 2021년에 「제4차 국가철도망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연구를 수

구축계획」, 「제2차 국가기간망계획 및 제5차 중기

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수도권 내륙선 철도건

교통시설 투자계획」,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

설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서해안 내포철도 사전

획」 등 주요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

타당성 연구』,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연

고 해당 계획의 고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

구』 등 지역 간 철도사업의 타당성 조사 연구도 수

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각종 민자철도 관련 연구 수

행하였으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설립을 위한

행을 통해 민자 철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

국제협력 방안 연구』 등 연구의 범위를 동아시아

할 계획이며, 그 밖에도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철도 운영전략 관련 연구, 철도 운임 관련 연구, 도

한편, 철도교통연구본부는 『철도투자평가체계 개

시철도 혼잡 및 보건 관련 연구, 철도 안전 및 산업

선을 위한 전략 수립 연구』를 통하여 현 투자평가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신규 연구과제의 추진과 함께

체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가치들을

철도역 및 시설의 지하화, 철도역 공간구조 개편

발굴하는 등 철도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그

등 2020년 계속 과제에 대한 연구수행을 통해 정

러나 투자평가체계 개선의 성과를 연내에 거두지

부의 철도정책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철도건설로 인해
창출되는 유발수요, 철도사업에 의한 지역개발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주요 법정계획

지역 불균형 개선 효과 등 철도사업 시행으로 국

수립을 위한 연구

민이 얻게 되는 편익을 가치화하여 투자평가지침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제2차

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수

국가기간망계획 및 제5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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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내 철도요금체계는 이용자 편익, 사회적·지역적 특수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이로 인해
철도서비스 및 요금체계가 연령대 간, 소득계층 간, 지역 간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경
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 통행 목적별 편익, 사회적 가치를 요금체계 내에 내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요일별·시간대별 요금의 차별화 검토가 요구된다.

획수립을 위한 연구』 등 2019~2020년에 걸쳐 수

의 상충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해 온 연구를 잘 마무리하여 법정계획이 원만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도시철도 이용자가 더 안전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 역사 공
간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중장기 철도운영전략 세부 추진방안 연구

에 의거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철도 투자, 운영,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말 ‘중장기 철도운영전

자산관리, 안전, 차량·부품제작, 민자, R&D, 교육

략’을 수립하였으며, 본 연구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

훈련, 정보화, 시설개량·유지, 역세권개발 등 철도

한 연구로서 철도망 전반에 대한 수요 및 운영·시

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계획을 포함한다. 철도산

설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철도 운행기준 및 개선

업발전 기본계획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성과와 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본 연

제점을 검토하고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구를 통해 열차종류별 운행범위, 정차역수, 표정속

등을 통해 향후 5년간의 철도정책 방향을 제시할

도 기준 등 중장기 운행기준을 마련하고, 선로 혼

계획이다.

잡도, 차량 혼잡도, 역사 혼잡도 등 철도분야 세부
서비스 수준(LOS) 평가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철도 제도개선 연구

광역권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광역철도의 확대

교통기본권 강화를 위한 철도 요금체계

가 필요하나, 그간 광역철도사업은 수도권 교통난

개편방안 연구

해소에 집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균형발전

현행 국내 철도 요금체계는 이용자 편익, 사회적·

차원에서 광역철도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 광역철

지역적 특수 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이로

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해 철도서비스 및 요금체계가 연령대 간, 소득
계층 간, 지역 간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도시철도 혼잡 및 보건교통 개선을 위한 이용자

야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관점의 역사 공간 개선방안

이용자 통행 목적별 편익, 사회적 가치를 요금체

기존의 도시철도 역사 공간 설계지침은 코로나19

계 내에 내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원의 효

등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이용자 동선 간

율적 배분 차원에서 요일별·시간대별 요금의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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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선로이용률 증

맺는말

가로 인해 초래되고 있는 열차 지연 운행 등과 관
련하여 보상체계 관련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의

등 이용자 중심의 철도 요금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발달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진전, 전기차와 수

하고자 한다.

소차의 영역 확대, 개인형 교통수단의 공유화 진
전 등 모빌리티 생태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철도 분류 및 운임체계 개편 연구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확대에 따라 철도의 대

현재 「철도사업법」은 철도 차량과 노선을 운행속

표적인 장점으로 인식되던 친환경성은 더는 철도

도에 따라 고속/준고속/일반의 세 가지로 분류하

만의 장점으로 내세우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향

고 있다. 철도운임은 운행거리에 따라 운임이 증

후 공유교통의 활성화로 도로혼잡이 완화되면 철

가하는 거리비례제를 근간으로 하여 서비스등급

도건설의 명분이 약해질 우려가 있으며, 자율주행

에 따른 임률에 운행거리를 곱하여 결정하는 체

자동차의 등장은 자동차에 대한 선호를 더 강화할

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철도차량의 종

것으로 예상된다.

류가 다양화하면서 승객이 체감하는 서비스 속

철도 분야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 동력분산식 고속

도와 운임이 연동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

열차가 개발되고 초고속열차의 개발 등이 시도되

다. 본 연구에서는 장래 철도망 구축 및 철도차량

고 있으나, 도로 교통수단보다 변화의 정도가 크

도입계획, 중장기 철도운영전략 등을 종합적으

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

로 고려하여 이용자가 실제 체감하는 서비스 수

로 모빌리티 체계에 대하여 철도의 경쟁력을 최소

준에 부합하는 운임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

한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

획이다.

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요금, 철
도역 접근성, 환승체계, 차내 혼잡도, 속도 향상 등

신분당선 3단계 협약변경

철도의 제반 측면에서 이용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신분당선 3단계(용산~신사~강남) 사업이 추진되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고 있으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인하여 용

철도교통연구본부는 2021년에도 이용자 친화적

산~신사 구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구간

철도서비스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의 사업 지연에 따라 강남~신사 구간을 우선 개통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하고, 이후 용산-신사를 개통하는 방안이 논의되
고 있다. 이를 위해 철도교통연구본부는 정부와
㈜새서울철도(신분당선 3단계 운영사) 간에 체결
한 민간철도사업협약의 변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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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교통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 개발 및 항공정책 연구 강화
코로나19 위기가 역설적으로 항공운송산업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 가능성을 높
이고 있다. 항공교통연구본부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전략들을 다각적
으로 발굴할 예정인데, 2021년은 우선 항공정책 연구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
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데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들어가는 말

항공교통연구본부는 2021년을 대도약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2021년은 코
로나19 때문에 생긴 피해에서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항공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19의 여파로 항공시장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UAM(Urban Air
Mobility) 등 미래 항공운송이 우리 일상으로 더욱 가깝게 다가오고 있다. 현
재 어떠한 국가도 포스트 코로나 항공정책 방향에 대한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혁신성장,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한 코로나 극복에 국가 역량
을 집중하고 있어서, 2021년은 미래 항공산업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은 생존을 위협받을 수준으
로 피해를 보았으며, 여러 국가에서 항공산업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정
책적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항공운송산업은 국제 운송의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 산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
송기한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항공교통연구본부

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열린 경제(Open Economy), 국가 브랜드, 국
민 행복권 등 여러 이유로 국가 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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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그림1•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시장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공전략 도출

한 항공 분야에서 누적된 노하우와 방법론 등 역량
을 집중하기 위한 연구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

코로나19에서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

개략적으로 외부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코로나

비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먼저 외부환

19로 글로벌 경제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

경(Position), 내부요인(Perspective), 전략요인

다. 보호 무역주의 확산, 소비감소 확산이 가속화

(Ploy)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될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불확실성까지 커지고

자 한다. 항공수요는 사회경제 활동에 의하여 발

있다. 정치에 있어서는 미국 대선, 파리 테러 등 국

생하는 파생수요이므로,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변

제 정세 갈등과 국가 간 불평등이 확산하고 있으

화하는 시기에 산업이 가지는 외부요인에 대한 이

며, 남북관계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코

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글

로나19로 경제위기, 사회불평등과 갈등 심화로 사

로벌 항공산업 관점에서 우리나라 항공운송시장

회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가 올 가능성도 있다.

구조 변화 등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다만 기술혁신에 따른 미래 사회의 등장이 가속화

필요하며, 항공교통 이용객 행태 변화 등 전략적으

될 것이라는 기회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2021

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선도적으로 파악할 수 있

년 항공정책을 지원함에 있어 급변하는 트렌드에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항공교통연구본부는 다양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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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외부요인과 항공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므로, 항공교통연구본부는 적기에 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항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파급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
로 수행할 예정이다.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그림2•코로나19 이후 트렌드 변화 전망

항공산업 관점에서 보면 항공운송시장과 이에 직

소비자 피해에도 지속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

접 연관되는 산업들은 생존위기라는 단어로 현재

다. 이 과정에서 항공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고려

상황이 대변된다. 이러한 위기가 항공제작산업으

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로 전파되고 있어, UAM 등 신시장에 대한 적극적

내부적인 요인으로 항공수요 회복에 대한 현재까

인 도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항공안전 측면

지 한국교통연구원 내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에서 안전관리 대상이 급감하긴 하였으나, 수요가

외부요인 변화와 함께 항공시장 변화가 중요한 역

회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요인

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와 같이 다양한

을 제거하고 새로운 안전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항공수요 회복에 대한 모형을 구축하고 시뮬레이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기술 도입 가

션 한 결과, 외부요인 변화가 클수록 더욱 민감하

속화에 따른 항공첨단산업에 대한 선도적인 정책

게 수요 회복 정도가 바뀌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요인 이외에도 초기 수요가 회복되기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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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시장
및 공항
트렌드 변화

항공제작산업
트렌드 변화

•생존위기

•항공운송시장
위기의 전파
•신시장에 대한
필요성 증대

드론 등
항공첨단산업
트렌드 변화

항공안전
트렌드 변화

•안전관리 대상 급감
•방심으로 인한
안전문화 및 시스템
위협 증가

•드론 일상화 및
미래 신교통수단
상용화로
패러다임 변화
•K-UAM 상용화

소비자 보호 등
트렌드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 피해
지속 대응

•새로운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가속화
필요성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그림3•코로나19 이후 항공산업 변화 전망

급력 유지가 회복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공급력

이후 변화하는 방역을 위한 항공시스템, 항공교통

확보의 실패는 수요 회복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도

이용객들의 행태 변화 등에 대한 중요성도 커질 것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코로나19로 외부요인과

이다. 전략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그 어느 때

항공시장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으므로, 항공교

보다 니즈가 클 것으로 보이며, 항공교통연구본부

통연구본부는 적기에 수요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

는 이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연구 시도를 하고자 한

원할 수 있도록 항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파급

다. 새로운 변화에 국책연구원 일원으로서 국가

효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

위기 상황에 최첨병이라는 각오로 현실적이고 실

다. 현재 2020년 12월 시점에서도 공급력 측면에

효성 높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서 우리나라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등 항공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역설적으로 항공운송산업

시장이 크게 변화될 조짐들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은 정적인 산업에서 창조적인 파괴와 혁신 가능성

다른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이 높은 산업으로 위치를 달리하고 있다. 코로나

판단된다.

19로 인한 괴멸적인 피해로 리엔지니어링 전략이
필요한 재생적 전략 산업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항공산업 혁신 견인할 연구에 초점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고착화되었던 산업 장벽이
창발적 경쟁이 이루어지는 슘페터형으로 단기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산업에서 항공정책은

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위기를

새롭게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그 어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들이 다각적으로 발

누구도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코로나

굴되고 시도되어야 한다. 항공교통연구본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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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그림4•코로나19 이후 항공수요 영향 요인 검토

자료 : 1. Reeves, M., Love, C., & Tillmanns, P. (2012). Your strategy needs a strategy. Harvard Business Review, 90(9), 76-83. 재구성
2. Barney, J. B. (1986). Types of competition and the theory of strategy: Toward an integrative framework.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1(4), 791-800. 재구성

그림5•포스트 코로나 항공정책 전략 개념

를 위한 항공정책 연구 허브로서 그 역할을 강화

롭게 변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 국

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민에게 사랑받는 글로벌 최고 수준 연구 조직으로

다할 것이다.

탈바꿈하고자 한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항공교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항공산업 대도약 원년이

통연구본부 새해 다짐에 많은 분의 관심과 격려를

되길 바라는 2021년, 항공교통연구본부 또한 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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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물류산업 스마트화·디지털화
앞당기는 실행방안 마련
물류연구본부는 향후 10년 미래상을 반영한 마스터플랜 내용을 중심으로
생활물류 및 스마트 융복합 기술개발, 한국형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장 안착 및 실효성 제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
용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을 본격 추진하는 한 해로 2021년 연구방향을 수립
하였다.

들어가며

지난해에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인 팬데믹 현상으로 이어
져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국가 간 무역갈등 심화에 감염병 확
산이 더해져 국제경기가 다시 회복세로 전환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국민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대면 사회로의 대전환을 맞이한 한 해였
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등장으로 올해 안에 감염병 확산이 종식된다
는 희망을 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때문에 위기의식
이 다시 고조되는 실정이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택배, 배달대행 등 생활물류산업은 국민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서비스로 성장하였고, 물동량 증가로 인해 생
활물류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
제로 인식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개월간 우리 생활물
류시스템이 보여준 견고한 물류처리 역량은 해외에서도 칭찬할 정도로 우수
하다. 그동안 우리 물류기업들은 비대면 소비시장 성장에 대비하여 꾸준히
이태형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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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선진화하는 데 선제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이 안정적 생활물류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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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택배물동량은 2019년 말 기준 약 28억 개

운수사, 화주의 3대 시장주체와 공익위원으로 이

로, 연간 경제활동인구 1인당 약 100개, 가구당 약

루어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의결

140개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택배물량이

을 통하여 결정된다.

지금까지 약 10%의 성장세를 보여왔음을 감안할

제도 적용의 원년이었던 만큼 작년에 시장은 새로

때 5~6년 후쯤에는 50억 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

운 제도를 받아들이는 데 진통을 겪었으며, 시장

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의 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올해 적용 예정인 안전

증가로 그 시점이 2~3년 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운임과 안전운송원가의 결정에도 더 신중하게 접

반면, 수출입 물류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 중이다. 특히, 화물안전운임제의 안정적 정착

2020년 상반기에는 다소 하락세를 보였으나, 하

을 위하여 부대조항을 통한 시장 다양성 반영, 연

반기에 들어서 회복세를 보였고, 특히 항공물류의

속운행에 대한 일정 휴게시간 의무화 등 타 제도

성장은 두드러졌다.

와의 유기적 연계 등을 통한 제도적 보완 노력이

지난 한 해 물류연구본부는 국가물류기본계획 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립연구,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생활물류서비

또한, 공표되는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가 화물

스산업발전법」 통과,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운송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와 시장 내

추진되는 스마트 물류산업, 디지털 물류 인프라

거래구조 및 영업행태, 운수종사자의 운행행태 및

혁신 등 국토교통부의 주요 물류정책을 기획하고

근로여건, 교통안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원하는 중추 기능을 수행해 왔다.

를 중심으로 제도의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

올해는 한국형 뉴딜정책에 포함된 물류산업의 스마

구를 수행함으로써 효과적인 제도 운영과 발전을

트화, 디지털화 추진과 더불어 스마트물류센터 인

위한 정책적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증제의 본격 추진 및 2년차에 접어드는 화물차 안
전운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물류분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파악 및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정책과제 발굴

작년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전 국
주요 연구방향

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
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직 종사자)에

화물안전운임제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제고

대한 산재 및 고용보험 확대 등 고용안전 사각해

지난해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운임 정상화를 통

소를 위한 보호대책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하여 화물운송시장 거래구조 개선과 교통안전 제

물류 분야에서도 택배 집·배송, 이륜차 퀵서비스

고 등을 목표로 법제화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및 배달대행, 특정품목(컨테이너·시멘트·철강·위

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첫해였다. 컨테이너 및

험물질에 한정) 취급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 등이

시멘트 품목에 대한 안전운임, 철강 및 카고(일반

대표적인 특고직 종사자로 손꼽힌다. 이에 물류산

화물)에 대한 안전운송원가는 매년 화물운송비용

업의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이들에

원가조사와 회계분석을 근거로 화물차주(운전자),

대한 처우 개선과 고용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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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급성이 강조된다.

써 실증데이터 중심의 화물운송 및 물류시장 정책

이에, 택배·퀵서비스·배달대행·화물차 기사를 중

통계 구축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심으로 물류 분야 특고직 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
자 대상의 고용시장 현황, 근로여건 실태 등을 파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등

악하기 위한 기초통계정보의 수집 및 분석 체계

정책 선도

강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기존의 화물운송시장

정부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정보사업에 의한 영업용화물차, 택배, 이륜차 퀵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적 산업구조로 혁신하

서비스 및 배달대행 기사 대상 시장진입 과정, 거

기 위하여, 2020년 9월 24일 ‘제114회 현안조정회

래경로, 사업운영 행태, 주요 운송수단 확보 및 운

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물류 발전방안」

행실태, 운임, 근무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

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은 급증하는 생활물류서비

석에 더하여 계약서 작성 실태, 전속성 여부, 전업

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비대면 산

또는 부업 구분, 사업자 및 종사자 이해단체 설립·

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택배 등 생활물류 산업을

운영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분석함으

육성하기 위해서 수립되었다. 생활물류산업 지원

로써 물류분야 특고직 종사자 및 플랫폼 노동자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

고용안전망 강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공하며 종사자에게는 사람 중심의 근로환경을 제

용할 계획이다.

공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국회
에 발의되어 지난해 12월 24일에 통과되었다. 따

첨단자료 활용 데이터 기반 화물운송 및

라서 생활물류업계 주요 이슈에 대한 정부 대응방

물류시장 정책통계 구축

안을 담을 하위법령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생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4차산업혁명, 인구 및 사회

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의 시행을 위한 재원

경제 구조 변화 등에 더하여 최근의 코로나19와

과 시행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팬데믹까지 화물운송 및 물류시장을 둘러싼

물류연구본부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매우 급진적이고 다차원적

법」 하위법령 마련과 업종 제도화를 위한 시행 방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화에

안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물류기본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과 이에 따른 유연한

계획(2021~2030)」 수립을 통하여 향후 국가물류

대응력 확보가 시장 및 산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기술혁신 및 재정

이에 데이터에 기반하는 시장 상시 모니터링 및

지원 등 실질적 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분석 기능의 강화가 더욱 강조된다. 올해에

노력할 것이다.

는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토대를 두는 시장실태조
사와 함께 디지털운행기록정보, 화물운송정보망

한국판 뉴딜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거래정보, 유류보조금 지급정보, 화물운수종사자

스마트 물류기술 체계 구축 지원

복지카드정보 등 더 다양한 소스의 첨단자료를 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

용하는 기초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를 강화함으로

과 경기침체, 일자리 충격 등 정부 정책 현안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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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물류연구본부는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해 스마트 물류기술 체계 구축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룬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되었다. 총 160조 원

화, 신산업의 육성 기반 마련과 일자리 창출에 기

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정책은 디지털 뉴딜, 그

여할 것이다. 한국판 뉴딜정책은 디지털 및 그린

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물류산업은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사회 전반의 고용안

디지털 뉴딜 부문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대형

전망 등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정부 역할을 강화하

e-Commerce 물류단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항

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만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물류 R&D 추진 등 ‘스마

주도하는 물류 4.0 관련 연구과제와 기술개발 사

트 물류체계 구축’ 방안과 수소화물차 보급 등 ‘전

업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산업 실태조사와 기술수

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와 고용

요조사, 로드맵 수립 연구 등을 2021년에도 선도

안전망 강화 정책을 담고 있다. ‘스마트 물류체계

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구축’ 방안에는 202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 기술개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대비한 국제물류정책 지원

발사업’ 내용을 기반으로 한 로봇·IoT·빅데이터 활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코로나19와 같

용 첨단배송 등 물류기술 개발방안이 포함되어 있

은 외부요인에 의한 국제교역의 위축 및 급변 등

다. 물류연구본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속화하

으로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는 생활물류시장 디지털 전환과 초연결·초지능화

빨라 국내 물류기업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물류 4.0 확대를 위하여 사업단 과제 발주와 사업

특히, 대외 정보획득 및 진출에 한계가 있는 중소

시행을 지원할 것이며 국산 첨단기술과 디지털 혁

물류기업들을 포함하여 물류 산업계가 글로벌 물

신으로 생활물류 현장 생산성 향상 및 안전망 강

류 공급망 다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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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물류시범도시 마스터플랜에는 물류인프라, 물류네트워크, 물류서비스, 안전·환경, 공공물류,
도시특성, 실증·실행 등의 요소를 담고, 아울러 라스트마일, 공유물류, 융복합 물류, 생활안전, 지하물류,
디지털 물류 등의 새로운 이슈를 설계요소로서 충분히 고려할 계획이다.

및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물류공

스 모델 개발을 통해 사업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급망 다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물

또한 본격적인 자율주행차(LV.4, LV.5) 양산과 수

류정책 대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전자

출입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에 대

상거래 활성화로 급증하는 소량다품종 화물을 신

비하여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량이 터미널과 선

속·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 한-중 당국은 복합운

박 내에서 정해진 위치로 스스로 이동하게 하는

송(화물을 트럭에 실은 채 선적) 체계 도입을 추진

터미널 하역관리 시스템 및 플랫폼 기술개발 기획

하고 있다. 이에 2019년 12월에는 산동성 당서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2021년 상

의 총리·국토교통부 장관 접견을 통하여 중국상품

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술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경로로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韓(인
천)-中(위해) 간 항만과 공항까지 연계하는 시범사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업을 협의하였으며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이를 위

도시물류체계 구축 지원

해 동북아 주요국이자 중점 협력 대상국인 중국과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은 대표적인

의 교류확대 및 협력 증진을 위해 교통물류 분야

도시물류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밀착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형 라스트마일 물류서비스를 중심으로 도시물류
의 공간적 범위가 넓어지고 동시에 세분화하는 경

인터모달 자동화물운송시스템 및 수출입

향을 보임에 따라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에

자율주행차량 하역지원시스템 기술개발 선도

서도 도시물류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2014년부터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구동 메커니즘

러한 상황과 맞물려, 정부는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기반의 자동화물운송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인

사업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하

터모달 자동화물운송시스템(개발명 : AUTOCON

고 있다.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마스터플랜에는 물

Ⅲ)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해 왔다. 2019년에 1단

류인프라, 물류네트워크, 물류서비스, 안전·환경,

계 연구단 사업을 통해서 구동 메커니즘을 입증하

공공물류, 도시특성, 실증·실행 등의 요소를 담을

고 해당 시스템의 상세설계까지 성공적으로 완료

계획이다. 또한, 전통적인 도시물류정책 외에도

하였다. 현재 수행 중인 2단계 연구단을 통해 시작

라스트마일, 공유물류, 융복합 물류, 생활안전, 지

품 제작 및 광양항 동측철송장에 테스트베드를 구

하물류, 디지털 물류 등의 새로운 이슈를 물류시

축하여 시작품을 구동하고 검증하는 단계에 진입

범도시의 설계요소로서 충분히 고려하고자 한다.

한다. 동기간 국내·외 사업대상지 물색과 비즈니

물류시범도시는 미래지향적인 첨단기술이나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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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➏ 물류산업 스마트화·디지털화 앞당기는 실행방안 마련

스와 같은 디지털 기반의 물류체계를 지향해야 하

될 예정이며, 연간 약 50건의 스마트물류센터를

지만, 성공적인 도시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

인증하고 약 5천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통해 민

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공공성과 융복합이라는

간의 스마트물류센터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의 목표 설정을 무엇보다도 우위에 두고 접근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물류산업 영향 분석

2020년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물류산업을
스마트 물류인프라 확보 지원

비롯한 전체 산업,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능영역으로 물류산업의

쳤으며, 향후 수년간 글로벌 경제활동에 지속적으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확산에 따른 비대면 생활경제가 빠르게 확산함에

물류연구본부는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생활물

따라 생활물류인프라의 스마트화에 대한 중요성

류산업의 영향 분석을 위한 자체 연구를 개시한

이 커지고 있다.

바 있다. 코로나19의 가장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이에 정부는 2019년 물류혁신방안, 2020년 한국

생활물류 분야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2021년에

형 뉴딜정책과 생활물류발전방안 마련을 통해 안

는 기업물류 분야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

정적 생활물류 제공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보

다. 그간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통해 축적한 물류

정책을 발표하고, 스마트 물류인프라의 확보를 지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산업물류 분야에서 코

원하기 위해 정부 주도형의 스마트 물류인프라 공

로나19의 영향 수준을 분석하고, 장래 물류기업의

급정책과 함께 민간의 자발적 인프라 확보를 지원

대응 전략을 연구할 계획이다.

하기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및 구축지원사업
정책을 발표하였다.

맺음말

이 중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2020년 입법화
가 완료된 제도로, 기 운영 중이거나 신규 공급되

물류연구본부는 2021년을 향후 10년 미래상을 반

는 물류창고의 스마트화 수준을 5등급으로 평가하

영한 마스터플랜 내용을 중심으로 ①생활물류 및

여 인증하고, 인증받은 물류센터가 스마트화 투자

스마트 융복합 기술개발, ②한국형 뉴딜사업의 성

를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자 중 일

공적 추진, ③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장 안착

부를 정부가 대신 부담하는 재정지원정책으로 구

및 실효성 제고, 그리고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성된다. 물류연구본부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

고용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을 본격 추진하는 한

도입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고, 2006년 종합물

해로 연구방향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

류기업 인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하기 위해서 물류연구본부 연구진 모두는 정부는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스마

물론 산·학·연 이해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트물류센터 인증제도 운영 및 지원사업의 실질적

하여 물류산업이 스마트화, 디지털화에 부응하여

운영 주체인 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

2021년 1월 인증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

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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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교통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정부·민간에 도움되는
글로벌 정책연구와 해외사업 추진
글로벌교통연구본부는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정책연구와 해외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글로벌 교통 플랫폼으로서 역
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글로벌 교통DB 플랫폼(가칭 GK-DB)과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가칭 GK-KSP) 정착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들어가며

현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기조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
발원조(ODA)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0년 개발원조위원회
(D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이후 원조 규모는 뚜렷한 증
가세를 보이는데, 2010년에서 2017년 사이에 2배 가깝게 늘어났다.
원조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정책기조에 부합하면서 우리나라 원
조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제개발협력사
업협의회, 글로벌 코리아 포럼 등 융복합 협의체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국제
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서 기관 간 유무상 사업 간의 유기적인 연계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등이 강조되면서 국제개발협력 정책기
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5년에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 개발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공식화
되면서 WB(세계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도 범지구적 현안
과제를 반영하는 원조 기조로 탈바꿈하고 있다. 예로 아시아개발은행은 철
이상민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통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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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시교통 등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원조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있
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신기술을 접목한 방식의 원

특집 ➐ 정부·민간에 도움되는 글로벌 정책연구와 해외사업 추진

조사업으로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사업개발을 지

양성, 지식 역량강화 및 초청연수 등을 담당하는

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우

지식공유인력양성센터, 동북아북한 관련 연구를

리나라의 원조방식도 도로인프라 중심의 원조방

담당하는 동북아북한교통연구센터 등 3개 센터로

식에서 벗어나 범지구적 공통과제에 부합하는 지

이루어져 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지원하기

원방식으로 탈바꿈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해외 교통물류사업 발굴 및

부응하기 위한 정책연구 및 기술지원이 수반되어

수행은 물론 한국의 지식 및 경험의 공유 등을 위

야 할 것이다.

한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WB, ADB,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

OECD-ITF의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체계 플랫폼

벌 인프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WB에서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교통인프라 투자 규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국제

모는 2004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개발협력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해외출장 수

우리나라 해외 인프라 수주 규모는 해마다 감소하

행이 어려워 글로벌 교통연구 사업 추진에 큰 애

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글로벌 인프라 시

로가 입었다. 정례적으로 개최해 오던 월드뱅크와

장 성장세와는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는 이

의 LUTP(도시교통지도자양성과정)는 물론 ADB

러한 문제를 타개할 목적으로 2018년에 KIND(한

와의 정례 세미나, 한국-베트남 연례 국제세미나

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설립하였다.

를 포함한 주요 협력기관과의 국제 지식공유 행

글로벌 시장에서 민자사업을 발굴하고 국내 기업

사 등을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2019

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의 중

년부터 새롭게 출발한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요성과 이와 관련된 정책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

와의 2020년 역량강화사업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하였기 때문이다.

2021년에 재개하기로 하는 등 사업 차질이 있었

글로벌교통연구본부는 현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다. 올 한 해에도 이러한 상황은 일부 계속될 것이

정책 및 사업지원,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라 판단되어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 할 수

범지구적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 국내 기업

있으며 2020년은 예년에 비해 다소 미진한 성과를

의 해외진출 지원 등을 협력하고 발굴하며 사업을

보인 한 해로 평가할 수 있다.

추진하기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인프라협력센터’에서는

에서 2020년 한 해를 평가하고 2021년 새해 글로

개발도상국에서의 교통수요분석 지침 개선 및 전

벌교통연구본부의 연구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

기 모빌리티(e-Mobility)확대 등 기초연구 수행,

고자 한다.

베트남, 파라과이 등의 해외사업 추진, 아세안의
주요 교통사업(연계성 파이프라인사업) 분석을 통

글로벌교통연구본부의 성과와 평가

한 사업발굴 선도, 아세안 중소도시 원조정책 개
발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글로벌교통연구본부는 해외사업을 중점적으로 수

하였다. ‘지식공유인력양성센터’에서는 비대면 화

행하는 국제인프라협력연구센터, 글로벌전문가

상회의 방식으로 역량강화사업 수행, WB와 ADB

2021 01 VOL.275

043

2021년 교통정책 연구방향과 과제

와의 화상 세미나 개최, 한-아세안 정상회담 지원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을 보완하여 온라인과 오프

등 지식공유 플랫폼으로서 위기 상황에서도 그 역

라인을 병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능 구현방

할을 다하였다. 특히 국제기구와의 비대면 화상회

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교통분야 대

큰 방향에서는 현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기

응방안을 논의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동연구 성과

여하고, 국제기구와의 지속적 협력으로 지속가능

를 공유하여 상호 간 협력체계를 다지는 계기가

개발목표 달성에 일조하며, 나아가 국내 기업의

되었고, 주제별 동영상 교재도 작성하여 지식공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사업의 일환으로 활용하였다. ‘동북아센터’는 통일

위해서는 글로벌교통연구본부가 명실상부 글로벌

대비 한반도 교통물류 인프라투자 우선순위 도출,

교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여 효과적으로 지원

신북방 교통협력 전략 수립 및 사업 발굴, 그리고

할 수 있는 글로벌 교통연구의 전략과 방향 설정

중국 러시아 북한 3개국의 교통물류 자료집 발간

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등 국정과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등 제약 속에서
도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 평가할 수 있다.

글로벌교통연구본부의 추진전략과 방향

글로벌교통연구본부의 기능과 역할을 정상궤도
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우선

올 한 해 글로벌교통연구본부의 추진목표와 추진

되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당분간 지

전략은 기 수립된 비전과 목표하에서 지속성과 흐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름의 연결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서 올 한 해도 국내 교통물류산업의 해외진출을
강화하고, 교통물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선도하
며, 국내외 국제기구와의 소통을 증진하고, 나아
가 국제 교통물류 연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다. 이러한 추진 목표하에 3개 센터별로 정부지원,
국제기구 협력강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첫째, 글로벌 협력 플랫폼 기능 강화에 주력한다.
글로벌 교통사업 수요분석 지침 연구 성과를 국
토교통부, KOICA(국제개발협력단), 수출입은행,
KIND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글로벌 교통사업
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글로벌
교통사업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통신자료를 활용
한 개도국 교통수요분석 방법론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하여 국제 교통물류 연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그림1•국제기구와의 비대면 화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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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또한 해외사업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특집 ➐ 정부·민간에 도움되는 글로벌 정책연구와 해외사업 추진

교통물류부문의 국제협력사업 선도 및 활발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통한 한국의 국제위상 강화

비전

목표

전략

국내 교통물류산업의
해외진출 강화

교통·물류 국제협력개발
사업의 선도

국내외 국제협력기구와
소통증진

국제 교통·물류
연구 추세에 적극적 대응

국내 교통물류산업의
해외진출 증진을 위한
연구원 역할 강화

KSP 사업 수행의
중추적 역할을 위한
연구원 위상 정립

교통물류 부문
국제협력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협력 강화

선진 교통물류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교류 강화

국내 교통물류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구축

각 지역/국가별
교통물류 ODA 전략 수립

KOICA, KEXIM 등과
교통물류부문
ODA 사업 선도

미래 교통물류 연구관련
자체 연구강화를 통한
국제 동향 선도

민간과 연구원의 공동
해외사업 진출전략 수립

유관 기관과 국제협력
사업개발을 위한
공동전략 수립

WB, OECD-ITF, ADB 등
국제기구와 협력 내실화

국제공동연구
협력플랫폼 구축

그림2•2021년 글로벌교통연구본부의 목표와 추진전략

있는 글로벌 교통DB를 확대하여 국제개발협력사

될 예정으로 중점협력국에 대한 기술 및 정책 지

업을 지원하고 선도하고자 한다. 2020년에는 중

원으로 현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 실현에

1)

점협력국 CLMV 국가를 대상으로 교통 DB를 구

이바지할 것이다.

축한 바 있는데, 올해에는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

둘째, 다양한 지식공유 및 인력양성 플랫폼 활성

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하고자 한다. 나아가

화에 역점을 둔다. 2020년에는 KOICA, EBRD(유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를 확대 추진하여 국제기

럽부흥개발은행), WB, VKTrans(한-베교통인프

구와의 소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작년에는

라협력센터) 등과 공동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 수

WB, ADB, OECD-ITF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는

행을 계획하였으나,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인 코로

데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발굴하여 추

나19로 인하여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진하고자 한다. 특히 ADB와 공동연구를 수행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글로벌 교통

e-Mobility 연구성과에 대한 GGGI(글로벌녹색성

물류 전문가 Pool 구축 및 DB화, 그리고 글로벌

장연구소)의 관심이 큰 바 개도국 e-Mobility 보급

지식공유 및 인력양성 종합 전략 마련 등 글로벌

확대 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개도국을 중심으

지식공유인력양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

로 개발수요가 증대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효

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 교통물류 부문의 우수 사

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힘쓸 것이다. 해외사업으로

례를 발굴하고 모델링하여 지식공유 및 인력양성

는 현재 추진 중인 베트남은 물론 몽골, 우즈베키

프로그램의 교재로 개발하였고, 교재의 분야별 제

스탄, 미얀마, 라오스, 스리랑카 등의 사업이 추진

작을 통하여 역량강화사업 및 지식공유 등에 필요

1)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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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시적, 탄력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맺음말

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지식플랫
폼 역할을 활성화하고 도로, 철도, 항공, 대중교통,

현 정부의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 국내 원조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민관협력사업(PPP) 등 다양

증가, 국제사회의 원조 기조 변화, 글로벌 인프라

한 교통 분야에 대한 글로벌교통 전문인력양성 확

시장 확대 등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에 주력하고자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기업의

위해서는 안정된 재원확보가 요구되는바 국토교통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지속적으

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그리고 국제기구와의 협

로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인프

력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 사업이 주춤하고 국제교류도 위축된 것이 사실

셋째, 한반도 신경제구상 및 신북방정책 등 국정

이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면서 올해 하

과제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에 주력하고자 한다.

반기부터는 서서히 정상화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노딜 이후 2020

것으로 예상된다.

년은 대북전단지 살포 문제로 인한 남북관계 경

글로벌교통연구본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

색,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사회와 북한 관계가 답

제적으로 대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필요로 하는 글

보상태였다. 한편 2020년 말 실시된 미국 대선 결

로벌 정책연구와 해외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되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글로

서 북미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2020년을 지배

벌 교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했던 코로나19의 백신이 개발됨에 따라 2021년

있도록 글로벌 교통DB 플랫폼(가칭 GK-DB)과

중반 또는 하반기부터는 남북 및 동북아 교통물류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가칭 GK-KSP) 정착화

협력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

에 힘쓸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필

건하에 2021년에는 새로운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

요로 하는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

등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는 진

하여 글로벌 교통 웹사이트 장을 마련하여 유관기

일보된 동북아·북한 교통물류 전략 및 협력방안을

관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의 사회경제 현상을

추가로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아우르는 신북

심층 분석하고 북한 교통물류 현황에 대한 구체적

방 지역에 대한 정책연구, 동향분석, 관련 정보를

인 정보 및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실질적인 남북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

교통물류 통합방안 수립에 기여하며, 나아가 동아

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히

시아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한 한반도-대륙 연계 교

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통체계 구축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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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 연구방향과 과제

교통혁신 이끌
모빌리티 빅데이터 허브 지향
사람, 차량, 대중교통 이용자의 모빌리티를 파악할 수 있는 교통빅데이터는 교
통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경제적
관계와 활동은 결국 사람들의 모빌리티로 대변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주체의
모빌리티를 분석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현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의 사업 현황과 성과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는 국가교통조사, 교통물류일자리조사분석, AI·빅데
이터연구 3개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교통조사사업은 여객 및 화물
통행실태조사분석, 국가교통통계 구축 등을 수행하며 1999년부터 지속해서
수행해 왔다. 국가교통조사사업을 통해 구축된 국가교통DB는 교통수요 예
측 및 교통 SOC 건설의 타당성분석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교통물류일자리조사분석사업은 2018년부터 착수되었으며, 교통물류 분야
의 일자리 관련 근로자 수, 근로여건 등과 관련한 통계 구축을 위한 조사분석
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2년간에 걸쳐 통계청과 교통물류 일자리 승인통
계화를 위한 협력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AI·빅데이터 분야는 모빌리티 빅데이터와 관련한 데이터 가공·구축, 빅데이
터플랫폼 설계 및 운영,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이용한 교통운영기술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모빌리티 빅데이터와 관련하여 교통빅데이터
연구본부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근 1~2년간 다음과
김주영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

같은 세 가지에 주력해왔다.
첫째, 공공과 민간이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 빅데이터의 원시자료를 연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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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보유기관과 협력

고 있으며, 교통신호, 대중교통 등 일부 분야에서

관계를 확대함과 동시에 위치정보 기반의 모빌리

는 개발기술에 대해 지자체 실증사업도 병행하고

티 빅데이터 원시자료를 교통정책에 활용할 수 있

있다.

는 데이터 형태인 통행사슬(Trip Chain) DB로 구
축하는 기술개발에 주력하였다. 모빌리티 빅데이

국가교통빅데이터 중장기 비전과 출연연구기관

터는 사람의 모빌리티를 파악할 수 있는 모바일

으로서 역할

기지국데이터, 차량의 모빌리티를 파악할 수 있는
차량 GPS 데이터, 대중교통 모빌리티를 파악할 수

모빌리티 빅데이터 이용 확대를 위한

있는 대중교통카드 데이터가 대표적이다. 이외에

중장기적 전략 필요

소비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신용카드 데이터 등도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모빌리티 빅데이터는 매우

포함된다. 특히, 모바일기지국 데이터와 차량 GPS

유용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등의 빅데이터는 초 단위의 위치정보가 원시자료

따른 데이터 이용의 제약, 다양한 정책에 활용하

로 저장되는데,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교통정책에

기 위한 데이터 가공기술의 부족 등으로 매우 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모빌리티 빅데이터

한적으로 활용되었다. 아직 「개인정보보호법」에

가공·구축을 위해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보

따른 데이터 이용제약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정하는 데이터 전처리기술과 매일매일의 개인 단

데이터의 거래가격 등에 대한 표준안이 마련되지

위 통행패턴을 분석하여 통행사슬 DB를 구축하고

않은 현시점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한국교

통행목적을 추정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특히,

통연구원의 역할은 무엇일까?

개인별 통행패턴 분석을 통하여 집과 직장을 추정

많은 수요자가 빅데이터의 현실적인 여건을 이해

함으로써 통근시간, 직주거리, 통행목적 등을 상

하지 못하고 성공적인 활용사례(Success Story)

세히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발굴을 강요한다. 모빌리티 빅데이터가 향후 교통

둘째, 빅데이터의 공유 및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의 혁신을 가져다줄 소재는 분명하고 현재도

노력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R&D) 및 과기부 플

다양한 운영기술이 국가 연구개발사업(R&D)을

랫폼사업에 참여하여 플랫폼 구축기술 및 공유기

통하여 개발되고 있다. 개발된 미래 교통운영기술

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거래, 「개인정보

정, 거래표준화, 국토교통부 중심의 모빌리티 빅

보호법」에 대한 법무적 판단, 교통운영을 위한 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계기관 간의 협의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셋째,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이용한 미래 교통운영

이와 같은 현실에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은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사람, 차량, 대중교통

기술개발과 정부 투자에 대한 설득을 병행해야 한

이용자의 모빌리티 빅데이터는 교통신호, 혼잡관

다.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빅데이터 원시자료를

리, 대중교통, 교통안전, 차량 이동관리, 대기환경,

이용 가능한 데이터의 형태로 가공하는 기술개발

보행 등 다양한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과 검증과정에 집중해야 한다. 매우 무거운 데이

가능하다. 해당 분야의 새로운 운영기술을 개발하

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화 기

048

월간 교통

특집 ➑ 교통혁신 이끌 모빌리티 빅데이터 허브 지향

모빌리티 빅데이터 원자료는 그대로 쓸 수 없다. 이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
러한 모빌리티 빅데이터가 교통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정책과 기술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술개발도 중요하다. 더불어 민간이 보유한 빅데

빅데이터의 거래를 위한 적정가격은 정부와 민간

이터를 시장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관이 생각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마

민간기업을 설득해야 한다. 모빌리티 빅데이터의

이데이터사업을 통한 빅데이터의 공유를 추구하

활용에 따른 교통정책 및 운영 효율성 제고, 사회

는 반면에 민간기관은 빅데이터시스템의 구축과

경제적 편익 사례를 발굴하여 정부 투자를 설득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데이터 판매를 통하여 보상

야 한다.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과 공유에 있어

받기를 원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빅데이터를 활

서 정부의 역할과 투자의 필요성, 거버넌스 구축

용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이 보유한 빅데이터

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의 공유가 꼭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개인정

국가 주도의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을 통하여 모

보보호법」의 위반 문제, 데이터 거래가격에 대한

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표준화 문제 등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

정책과 기술개발에 모빌리티 빅데이터가 다양하게

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 데이터를 통합 구매하여 「개인정보보
호법」에 벗어나지 않는 표준화된 데이터를 구축하

교통빅데이터의 공유·활용 환경

여 모든 사람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련해야 한다. 국책연구기관은 빅데이터 구축의 필

사람, 차량, 대중교통 이용자의 이동 위치에 기반

요성 및 효과 제시, 정부 주도의 빅데이터 공유환

한 교통빅데이터는 개인정보를 내포하고 있다. 그

경을 위한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향 설정 등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생성되나 민간기업이

에서 제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통빅

보유한 교통빅데이터의 소유권에 대한 이해관계

데이터는 데이터가 너무 크고 무거우므로 일반인

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교통빅데이터의 공유

들이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이용 목적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에 따라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이른바 데이터 구

데이터 가격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2020

조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년에 익명화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민간기업

교통빅데이터 기반 교통운영기술 개발과

이 보유한 교통빅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민

실증사업 확대

간기업 법무팀의 검토 등을 위한 시간이 소요될

교통신호 및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서는 교통조사

것으로 판단된다.

가 필요하다. 교통조사는 비용과 인력의 한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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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교통빅데이터는 기존에 불가능하였던 다양한 생활통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해준다.

지역적 제약(일부 지역에 한정), 시간적 제약(특정

생활통계, 일자리 통계 등 새로운 지표

일 특정시간대), 대상적 제약(일부 표본), 내용적

개발에 주력해야

제약(지점속도 및 교통량)이 불가피하다. 제약된

모바일기지국 데이터와 같은 교통빅데이터는 사

조사데이터는 교통운영기술의 적용 효과를 극대

람들이 이동하는 위치를 연중 지속적으로 파악할

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수 있는데, 매일매일의 통행패턴에 기반하여 집과

교통빅데이터는 이와 같은 기존 교통조사의 문제

직장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통

점을 해소할 수 있다. 전수에 가까운 표본에 대해

행목적 등을 추정할 수 있다. 통행기점과 종점에

모든 경로, 모든 시간대의 통행행태를 파악할 수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면 직주거리, 통근시간,

있으며, 이는 교통운영기술의 혁신을 가져다줄 수

행정구역 간 통행의존도 등 다양한 생활통계를 구

있다.

축할 수 있다.

사람, 차량, 대중교통 이용자의 통행행태 자료를

차량 GPS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국 모든 도로의 통

이용하여 교통신호, 대중교통, 교통안전, 이동관

행속도와 교통량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리, 보행환경, 교통부문 대기환경 등 다양한 분야

도로상의 교통혼잡정보, 대기오염정보 등도 구축

의 신 교통운영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책

할 수 있다. 교통빅데이터는 기존에 불가능하였던

연구기관의 역할은 교통빅데이터 활용방안의 하

다양한 생활통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

나로 미래 교통운영기술을 개발하여 정부 및 지자

라 시간대 및 지역별로 상세하게 구축할 수 있는

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교

장점이 있다. 교통빅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통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교통부문의 사회경제

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통계 및 정책지표를 개발하

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여 구축하는 것도 연구원의 중요한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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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➑ 교통혁신 이끌 모빌리티 빅데이터 허브 지향

2021년은 교통빅데이터사업에서

착지의 행정구역별로 다양하게 그룹핑을 할 수 있

매우 중요한 한 해

는 장점이 있다. 사람, 차량, 대중교통 이용자의 모
빌리티 수준을 지역별, 시간대별로 파악할 수 있는

전국여객통행실태조사 빅데이터 중심으로 전환

다양한 생활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생

2021년 국가교통조사업 중 5년마다 수행되는 전

활통계의 승인통계화를 위해 통계청과 지속적으

국여객통행실태조사가 계획되어 있다. 여객부문

로 협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통근시간 및 직주거

통행실태분석, 기종점통행량(O/D) 구축, 수단분

리에 대해 매월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담률 분석 등을 위한 국가교통조사로 전국의 1%
의 가구에 대해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수행됐다.

교통빅데이터 융합가공·구축, 공유·활용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은 모바일기지국 데이터, 차량

실증사업 등 추진

GPS 데이터, 대중교통카드 데이터 등을 이용한 통

교통빅데이터연구본부는 빅데이터 및 플랫폼 구

행행태 및 통행목적을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축기술 개발, 교통정책 활용을 위한 다양한 운영

하였으며 실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검증하고 있다.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사업을

올해 예정된 전국여객통행실태조사를 기존 인력식

수행하고 있다.

조사 기반에서 교통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교통빅데이터의 구축기술 및 미래 교통운영기술

전환함으로써 DB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산 절감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교통운영 기반

을 도모할 계획이다. 여객O/D는 교통 SOC 타당성

기술 개발 및 활용’이라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

평가에 활용되는 기초 DB로서 지자체 등 수요처가

원의 R&D 4차년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플랫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처음으

폼기술 및 데이터 공유기술 실증사업인 정보화진

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구축되는 만큼 세밀한 검

흥원의 ‘교통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3차년

증과 교통전문가들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도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구축된 교통빅데이터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이용하기 위한 오픈랩 실증사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생활통계 개발 및 구축

업인 세종테크노파크의 ‘자율주행빅데이터 오픈

사람, 차량, 대중교통 이용자의 모빌리티를 정확

랩 구축 및 실증지원을 통한 전방위 자율주행산업

하고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교통빅데이터를 이

생태계 구축’ 2차년도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용하면 기존에는 조사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생활

이외에 R&D를 통하여 개발된 빅데이터 기반 교통

통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운영기술을 위한 지자체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

하나의 예로 모바일기지국 데이터를 이용하여 매

는데, 진주시의 ‘모빌리티 빅데이터 기반 네트워크

일 매일의 통행패턴을 분석하면 개인별 집과 직장

신호제어 실증사업’, 전주시의 ‘빅데이터 기반의 버

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통근시

스노선 조정 및 효과분석사업’, 화성시의 ‘모빌리티

간, 직주거리, 통행목적 등을 추정하는 데 활용될

빅데이터 기반 화성시 맞춤형 플랫폼 구축사업’ 등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생활통계는 평균치가 아니

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구축된 교통빅데이터를 이

라 분포도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며, 출발지와 도

용한 다양한 정책지원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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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연구방향과 과제

통행료 인하, 신규 민자사업
정책지원 지속 수행
센터 개설 3차년도에 접어든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5개년 운영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다져온 기반과 동력을 바탕으로,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와 신규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지원을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으
로 수행할 예정이다.

들어가며

민간투자제도는 1995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일자리 창
출, SOC 투자 활성화, 인프라의 적기 확충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성과를
내며 성장했다. 그 결과 2020년 현재, 총연장 804.8km, 19개 노선의 민자고
속도로가 운영 중이며, 건설단계 사업까지 합하면 전체 고속도로 연장의 약
22%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별도로, 민자고속도로는 높은 통행료와 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
원금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의 문제도 함께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민자도로 통행료 및 운영비의 적정성 확보, 민자도로 사업자의 협약 및 법률
준수 여부,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정부는 민자도로 운영효율성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공공
성 강화 방향을 설정하였다.
박지형 센터장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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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19년도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2020.5, 국토교통부)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문산고속도로
(2020.11.7. 개통) 추가

특집 ➒ 통행료 인하, 신규 민자사업 정책지원 지속 수행

통행료 인하

안전성 제고

시장질서 확립

민자도로관리·감독

민자도로 통행료를
도로공사 수준으로 인하

민자법인에 대한 통합
감독으로 SOC 안전성 강화

미납통행료 기준 마련 및
일괄징수를 통한 공정성 제고

민자도로 부문 데이터 수집 및
공유를 통한 사업의 폐쇄성 탈피

① 실시협약 변경협상
② 실시협약 변경방안 연구
③ 신규사업 발굴·추진 지원
④ 정책효과 관리

① 민자도로 현장점검
② 민자도로 긴급점검
③ 운영평가 결과관리
④ 지자체 지원제도 개선 연구

① 기준 수립 및 법률 검토
② 미납통행료 징수
③ 조회납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④ 이용자 서비스 제고방안 연구

① 현황 관리
② 정책 연구
③ 민자도로 DB 구축 및 운영
④ 민·관·산·연 네트워크 구축

미납통행료 징수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등
정책지원

핵심가치
목표

추진전략

주요업무

실시협약 관리

민자도로 운영평가

자료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cephis.re.kr/)

그림1•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의 목표 및 주요업무

이런 배경하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이하 ‘민자
2)

구축, 미납 전자고지 및 수납위탁 시범사업 등의

센터’)는 개정된 「유료도로법」 에 근거하여 설립되

과업을 수행하여, 미납통행료 기준을 마련하고 일

어, 2019년 1월 센터 개소식을 알리게 되었다. 교

괄 징수를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며, 공정성을

통분석, 법률, 회계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

제고하고자 하였다.

4개 팀(실시협약 관리팀, 운영지원팀, 통행료 관

그리고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효과의 실증분석과

리팀, 기획총괄팀)이 정부의 민자도로 관리·감독

사업재구조화 방안연구』, 『유료도로의 공공성 평

정책을 전담 지원하고, 중요 민자고속도로 관리정

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등의 정책연구를

책을 실행하고 기획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있다.

방향 점검 및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민자도로의

지난 한 해, ‘민자센터’는 민자교통 SOC 사업구조

공공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선 및 통행료 수준 인하정책 지원, 민자고속도

정책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공공성 강

로 신규사업 추진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방안 개선, 민자도

2021년 올해는, 민간투자 교통 SOC의 공공성 강

로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 활용방안 개발, 지자체

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자사업의 활성

민자도로 운영평가 방법론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

화 정책 관련 연구도 균형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

였다. 동시에,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1단계

다. 또한, 민자도로 운영·관리시스템(POMS)을 시

2) 법률 제14717호, 2019.1.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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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운영하고, 운영 평가기준을 개정하며, 지자체

조화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 1년간 통

민자도로 운영평가를 활성화하고, 적정 유지관리

행료 인하를 위한 실시협약 변경 정부 측 협상을

계획 수립도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범사업으

주관하였다.

로 추진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및 전자고

신규 민자고속도로사업의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지·수납위탁 노선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

새로 개통하는 고속도로의 최초 통행료를 산정하

막으로 민자도로 사업관리 DB 기획 및 시범운영

는 연구도 수행하였다. 서창~김포, 오산~용인 고

을 통해, 민자도로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의 목표

속도로에 대한 제3자 제안공고문 작성 및 민간투

에 한층 다가설 예정이다.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자사업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지원하고, 민간이

의 팀별 주요 성과와 2021년 연구목표는 다음과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였다. 이후에는 서창

같다.

~김포 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
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주관하고 있

실시협약 관리

다. 서울~문산 고속도로(20.11.7 개통) 등의 신규
개통 민자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업시행
자 간 협상을 통해 최초 통행료가 합리적인 수준

2020년 성과

2020년 12월 24일 0시부터 대구~부산 고속도로

으로 산정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

의 통행료가 10,500원에서 5,000원으로 52.4%(1

의 편익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종, 최장거리 기준),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
는 5,700원에서 4,100원으로 28.1% 인하되었다.

2021년 계획

‘민자센터’는 지난 2019년부터 관련 사전연구를

‘실시협약관리팀’은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른

추진하여 두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정책을 지속적으로 지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통행료 관리

(5개 노선)

(3개 노선)

(10개 노선)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

재정고속도로 대비
1.2배~1.5배

재정고속도로와 유사수준

•’19. 천안논산(재구조화 완료, 현재 1.1배)

•’19.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20. 대구부산(재구조화 완료, 현재 1.1배)

•~’22. 광주원주(1.24배)

•수원광명(1.18배)

•’20. 서울춘천(재구조화 완료, 현재 1.1배)

•~’22. 상주영천(1.31배)

•부산울산(1.18배)

•~’22. 인천국제공항(2.28배)

•인천김포(1.13배)

•~’22. 인천대교(2.28배)

•서수원평택(1.17배 등)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이용 재구성

그림2•통행료 관리 로드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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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할 계획이다. 사업재구조화 대상이었던 5개 민

민자도로 운영지원

자노선(통행료 수준이 재정고속도로 대비 1.5배
이상) 가운데,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

2020년 성과

고속도로가 통행료 인하를 기 시행하였으며, 인

‘운영지원팀’에서는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천공항(현재 도공 대비 2.28배 수준)과 인천대교

에 대한 시설 점검 및 운영사항 점검을 포함한 운

(2.89배 수준) 두 곳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

영평가를 실시하고 민자법인 간 우수 운영사례를

구조화와 협상을 남겨두고 있다. 2021년에는 이

공유하여 전체 민자고속도로 운영 및 서비스 수준

두 노선에 대한 통행료 인하 사전연구가 우선 진

을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행될 예정이다.

또한, 운영평가 개선을 위해 평가수행 이후 의견

신설 민자도로와 관련해서는 적정 사업추진방식을

수렴을 거쳐 운영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단기, 중

검토하여 제3자 공고문을 작성하고, 민간이 제출한

장기 개선안을 마련하여 개정하였고, 평가의 객관

사업제안서 평가 업무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 과정

성 확보를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운영지원

에서 정부 재정을 절감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팀에서 총괄 진행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관

있는 효과적인 사업 대안을 마련하며, 최적의 민간

할 민자도로 운영평가 시행 확산을 위해 미시령동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정한 평가방안을 제시하고

서관통도로, 광주제2순환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를

자 한다. 대표적인 수행 예정 과업은 다음과 같다.

수행하였다.

•서창~김포 고속도로 실시협약 체결 협상

그리고 민자도로 유지관리(시행)계획 수립지침 마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련 연구를 수행하여,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을 표

체결 협상

준화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다.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

2020년 운영지원팀에서는 POMS(민자도로 운영·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

관리시스템)를 전면 재설계하였다. 현재 민자도로

•봉담~송산 고속도로 개통지원 등

운영관리 현황, 교통량, 재난 및 사고대응 이력 등

구분

기존

재구축(안)

자료입력
화면

그림3•POMS(민자도로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화면(일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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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료는 비공개로 민자 법인별 관리 중인데,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관리

POMS를 통해 주요 자료를 통합 수집·관리함으로
써 민자도로 운영 및 유지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

2020년 성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대

‘통행료관리팀’은 「유료도로법」 제23조에 근거한

응 능력을 키우고 민자도로 운영의 공공성, 투명

미납통행료 징수를 위해 민자법인-국토교통부-센

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터 간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
으며, 미납통행료 징수 매뉴얼을 개발하고 1차 강

2021년 계획

제징수 시범사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전자예금압

‘운영지원팀’에서는 2020년 운영평가 과정에서 도

류·추심에도 불구하고 미납한 사람들을 편의시설

출된 개선필요 사항을 토대로 운영평가 항목 및

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하여, 고발된 상습미납 건

배점을 일부 수정하고, 동시에 2년간 진행한 운영

수 대비 77.1%의 수납률을 기록하는 등 공공요금

평가를 바탕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을 강

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납부의무를 널리 인식하

화하기 위하여 운영평가 기준의 개정을 위한 연구

게 했다.

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본 연구진에서 수립한

2020년에는 우선, 대상자 관리 방식을 전산화해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 지침을 기준으로 민자법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

인에서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면밀한 점검

기 위해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체계 1단

을 계획하고 있다.

계 시스템을 개발하여 오픈하였다. 1인 가구의 증

2020년도에 본 센터로 이관하고 재설계한 민자도

가와 폐문 부재 등으로 종이 우편 반송이 증가함

로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POMS)은 2021년도에

에 따라 미납자에 대한 스마트폰 전자고지(알림

실무적인 부분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차년도 전면

톡·인증톡) 기능을 추가하였다.

운영을 목표로 시범운영을 시행할 계획이다. 민자
도로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은 한국형 뉴딜정책

2021년 계획

중 디지털 뉴딜에 상응하는 시스템으로, 민자도

‘통행료관리팀’에서는 2021년 상반기(2020.11.

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본 시스

16.~2021.6.30)까지, 최근 5년간 민자도로 통행

템에 입력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효율성

료 누적 미납건수가 50회 이상인 4,977대의 차주

을 높일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이다.

로부터 약 21억 원의 미납통행료를 강제 징수할

2021년에 수행 예정인 대표 과업은 아래와 같다.

예정이며, 상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강제징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확대 시행할 예정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매뉴얼 개정

이다. 전년도 성과를 고려한 2021년 상반기의 센

•지자체 운영평가 지원

터 법정수수료(징수한 미납통행료의 10%)는 약

•시설물 이력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2,876만 원으로 추산된다.

•민자도로 유지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적정성

또한, 2020년 12월 1일부터 용인-서울 고속도로

검토 등

056

월간 교통

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미납한 차주에게 일반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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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등기우편을 대신하여 카카오페이 알림톡과 인

맺음말

증톡으로 스마트폰 전자고지 및 간편 납부 시범사
업을 진행 중인데, 2021년 상반기까지의 시범사업

‘민자센터’는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5개년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 하반기에는 우편물 발송

계획’을 통해 1∼2차년도에 정책 개발 및 적용, 3

량이 많은 3개 노선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우

∼4차년도에 효과 검증 및 보완, 5차년도에 정착

편물 발송비용을 연간 10억 원 이상 절감할 계획

및 안정화 등의 단계별 성과목표를 수립하였다.

이다. 2021년의 대표적인 수행 예정 과업은 다음

2021년은 3차년도에 접어든 해로 지난 2년간 닦

과 같다.

아 온 기반과 동력을 바탕으로, 통행료 인하와 신

•통행료 상습미납자 강제징수

규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정책지원을 지속적이고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또한, 민자도로의

•NICE평가정보(주) 전자추심 업무의 시스템 내

운영평가와 POMS(민자도로 운영·관리 시스템)

부화 개발

운영, 민자도로 사업관리 DB 개선 및 고도화, 민

•강제징수 미납통행료의 신용카드 수납기능 추가

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모바

•공인전자문서중개사업자인 네이버의 네이버 앱

일 고지 등 이용자 서비스 제고에도 만전을 기할

을 모바일 전자고지 수단으로 추가

예정이다. 그리고, 유료도로관리청과 민자도로 사

•단순미납 위탁 대상 노선 확대를 위한 민자도로
사업자와의 시스템 연계사업 등

업자,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필요한 정책
을 지원·발굴하는 역할도 좀 더 충실히 수행하고
자 한다.

사용자
사용자관리

대상자료관리
데이터
처리관리

검색결과
관리

고지서발송관리

가상계좌
부여관리

입금내역
확인관리

가상계좌관리

업무별
자동발송

예약발송
이력관리

이상납부
처리관리

수납결과
통보관리

납부정산관리

가상계좌
개설관리

전자예금압류관리
연락처
관리

압류명단
조회관리

차적조회
연계관리

전자문서
발송관리

외부연계관리

업무처리
이력관리

업무자료
추출관리

미납통행
자료연계

데이터 연계

계

통행료
징수관리

거래은행
압류관리

연

납부정보
수집처리

일정 및 기타관리

민자도로
사업자

다중
차량관리

템

사용자 인증
및
데이터 처리

대상자료
승인관리

스

안내문
발송관리

대상자료
등록관리

시

사용자
권한관리

국토교통부

민자도로관리
지원센터

연계기관

민자도로 미납통행료 통합관리 시스템

미납대상정보

사용자정보

발송정보

가상계좌정보

납부정산정보

예금압류정보

업무자료정보

연계정보

그림4•민자도로 미납통행료 징수시스템 구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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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넘는 역사

‘북유럽의 노면전차(트램, Tram)’

글·사진 _ 정병두
계명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도시와 교통』(크레파스북, 2020) 저자

노르웨이 오슬로(Oslo)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는 인구 69만7천 명, 전체 면적 480㎢의 3분의 2 정도가 공원과 호수, 숲 녹지공간
과 외곽 산림지대로 둘러싸여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EU의 유럽 그린수도
(European Green City, 2019)에도 선정된 바 있다. 특히 1인당 전기자동차 보유대수가 가장 많은 도시답게 올해

부터 대중교통의 연료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2028년까지 수도권의 모든 대중교통시스템은 탄소
배출 제로(Emission-free)로 대체할 계획이다.
오슬로 중앙역에 내리면 전면 광장에 트램과 버스 노선이 밀집된 대중교통 환승센터와 마주치게 된다. 곧바
로 이어지는 메인스트리트 보행자 전용 칼 요한스 거리를 비롯, 늘 붐비는 오슬로 항구와 시청 앞 광장 등 시
내 어느 곳이든지 트램과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이동이 편리하다.
현지에서 Trikken로 불리는 트램은 현재 총 6개 노선에 노선연장 131.4㎞, 99개 역으로 북유럽에서 가장
긴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역사적으로 1875년부터 첫 운행을 하면서 그동안 많은 노선이 지하철 T-bane
과 버스로 대체되었다. 현재 72량 트램은 처음 굴절차량 SL79 타입이 1982년, 이중굴절 SL95 타입은
1998~2006년에 도입되었고, 2024년까지 최신형 SL18 타입(CAF Urbos100, 5모듈, 양방향)으로 모두 교체될
예정이다.

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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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넘는 역사 ‘북유럽의 노면전차(트램, Tram)’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제정(2020.8)에 이어, 연초부터 ‘트램 차량 표준
규격’을 발표하는 등 트램 도입 관련 법령정비와 함께 트램 활성화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미 운행 중인 해
외 400여 도시들에 비하면 늦지만, 우리나라도 오는 2023년부터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대전2호선 등
트램이 주행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이에 북유럽 도시를 시작으로 세계의 트램을 사진과 함께 살펴본다.

➍
➊	시내 칼 요한스 거리의 오슬로 국립극장
앞을 주행하는 트램
➋	오슬로 중앙역 앞 트램과 버스의
환승센터 정류장
➌	도로 편측에 복선으로 설치된
잔디궤도 트램웨이
➍	시민들과 관광객으로 붐비는 오슬로
항구에서 트램이 회차하는 모습
➎	구시가지 좁은 도로를 주행하는
구형 SL79 타입 트램

➎

➏	오슬로 트램 노선도(131.4㎞, 99개역)

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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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➐	시내 중심 알렉산테린카투 보행자 중심도로의 트램 트
랜짓 몰
➑	헬싱키 트램 노선도(총 11개 노선 연장 131.4㎞)
➒	헬싱키 중앙역 앞 버스환승센터와 연계되는 트램웨이
➓	시내구간과 대성당, 마켓광장을 운행하는 구형 트램4
노선
⓫	최소 곡선반경 15m, 트램 궤간은 1,000 mm(협궤),
직류 600V
⓬	트램 신호시스템 HeLMi, 화살표(직진), 수평선(감속),
S자(정지) 3현시
⓭ 아라비안란타의 재개발 프로젝트, 접근 대중교통수단
으로 트램 도입

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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➓

⓫

핀란드 헬싱키(Helsinki)
핀란드 수도 헬싱키는 인구 65만6천 명, 핀란드만에 위치한 유럽 최북단 대도시이다. 헬싱키 시내의 65％가
시유지로 공공용지율이 높고, 핀란드 최고 역사적 건축물로 뽑히는 중앙역 중심으로 배후 역세권개발이 이
루어져 있는데,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잘 조성되어 있다.
헬싱키 도시부 밀도는 1,900명/㎢, 뉴욕과 비슷한 수준에 출근 통행의 대중교통이용률 역시 약 50%로 높은
편이다. 이에 한몫하고 있는 트램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빠른 1891년부터 운행하기 시작했다. 현재 총 11개
노선에 노선연장 96km, 300여 개 정류장에 승객 수는 연간 5천7백만 명으로 지하철보다 많고 헬싱키 수도
권 교통국(HSL)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시내 중심 알렉산테린카투는 대통령궁에서 스톡만 백화점까지 이어지는 보행자 중심도로에 트램
의 트랜짓 몰(Transit Mall)로 유명하다. 그 외에도 수변도시 재개발 성공사례로 벤치마킹되는 아라비안란타
(Arabianranta)에도 주요 접근교통수단으로 트램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⓬

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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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스톡홀름(Stockholm)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은 면적 188㎢, 인구 97만5천 명으로 발트해 연안 멜라렌 호수 사이에 위치한다. 14개
의 섬으로 이루어져 시내로 통행량이 집중하는데, 북유럽에서 처음으로 2007년부터 교량 18개소에서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도시 슬로건이 ‘The Walkable City’로 도심 세르겔 광장에서 국회의사당을 거
쳐 구시가지 감라스탄의 대성당과 왕궁으로 긴 보행자전용도로로 이어진다.
스톡홀름 메트로 노선은 108km, 100개의 역사(驛舍)는 미술관처럼 잘 꾸며져 유명하고, 1일 이용객은 90만
명에 이른다. 반면 트램은 1950년에 메트로로 대체되고 1967년 우측통행으로 전환돼 버스노선으로 바뀌어
2개 교외선을 제외하고 거의 폐지되었다. 이후 2010년 획기적으로 Sparvag City(7번 노선)에 신형 트램이 새
로이 복원됨으로써 중앙역(T-Centralen)으로 연결된다. 총연장 36.3km(26개 역)로 4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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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⓰

⓮ 스톡홀름 도시계획 슬로건은 ‘The Walkable City’, 2010년 복원된 트램
⓯ 정류장에 접근하는 복선 교차구간의 트램웨이
⓰ Sparvag City(7번 노선)의 시점 중앙역(T-Centralen) 트램 정류장
⓱ 시내 중심 세르겔 광장으로 이어지는 트램웨이
⓲ 도로중앙에 자동차과 공유하는 혼용차로, 트램 선로(표준궤도
1.435mm)

⓱

⓲

2021 01 VOL.275

063

KOTI NEWS

원내 행사

「한국교통연구원-세종도시교통공사 업무협약」
체결
한국교통연구원은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지난해 12월 14일(월) 「자율주행기반 대
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연구협력 업무협약서」 체결을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고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 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양 기관 간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업무협력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연구원 시무식」 개최
한국교통연구원은 새해 신축년을 맞이하여 2021
년 1월 4일 본원 2층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개최
하였다. 코로나19로 전 직원이 모이지 못한 상황
에서 주요 간부진, 노조위원장, 우수직원 포상 대
상자, 신규 직원 임용 대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유
튜브(YouTube)로 생중계되었다. 시무식 행사 후
새해 소망을 담은 떡이 전 직원에게 돌려졌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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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직원 포상 대상자 대표
수상
②	시무식 참석자들

오피니언

중고차 시장 선진화 위해 구조개선 필요

중고차 시장 선진화 위해 구조개선 필요
새해에는 중고차 시장의 구조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하든지, 대기업
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든지 중고차 시장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게 뻔해 보인다.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 소비
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새해가 왔다. 필자 기억으로 2020년은 코로나19가 블랙홀이 되어, 일상생활
의 거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 한 해라고 여겨진다. 그러면서 제4차 산업혁명시
대의 도래에 대응하기 위한 제반 첨단관리시스템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고 말
았다. 시장경제주의, 민주주의 등을 기반으로 전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미국
조차도 처참히 무너졌다. 이런 여파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각국의 경제시스템
1)

황상규

박사/산업연구원

은 경직되고 새해의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1)

대기업 중고차 시장진입 선언, 갈등과 논쟁 불가피

그런데 이런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매
출 규모가 증가한 업종이 있다. 중고차 매매업이다. 대중교통 이용을 통해 코
로나 전염을 우려한 시민들이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으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
하여 신차보다 중고차를 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동차등록현
황자료’를 토대로, 2019년 대비 2020년 중고차 거래 대수를 비교한 자료에 의
하면 사업자 거래량은 7.5%, 총거래량 규모는 7.1%씩 각각 증가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중고차 매매업체를 오랫동안 경영한 대표자2)는 연도별 증감
비율의 변화가 크지 않는 중고차의 항상성 속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인 중고차 매매업계도 작년도는 큰 요동이 있었다. 바
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진입에 따른 갈등 발생이었다.
중고차 시장은 종종 ‘레몬’ 시장으로 비유된다. 겉모습은 복숭아처럼 달콤하
리라 생각하여 구매했는데, 막상 먹으려니 신맛을 지닌 ‘레몬’이었다는 상황에

1) 	필자는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정년퇴직하고, 현재는 산업연구원에서 객원연구위원으로 근무 중이다. 그동안 자동차관리사업 및 대
중교통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최근에는 미래자동차정책 및 자동차 AS 시장 활성화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2) 신현도의 중고차 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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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정부는 대표적인 레몬 시장

러한 불편한 진실(?)이 국내 중고차 시장에 존재하

인 중고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일부 업체가

소비자의 불만을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중고차 시

불법과 탈법으로 많은 이윤을 취하고 있고, 이로

장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다. 중고

인한 선의의 피해자, 즉 건실한 업체 또는 소비자

차 매매업을 생계형 업종으로 재지정할지 말지 결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해야 할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논쟁은 더욱 심화

따라서 국내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회복과 다수의 건전한 중고차 매매업체를 위해서

의 시장규모를 고려하면,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할

는 무엇보다 시장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만큼 영세하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현대차는 기회

불법과 편법을 일으키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대한

를 놓치지 않고, 국회 상임위에서 중고차 시장 참

지속적인 단속은 있었지만, 단속 효과가 일시적이

여를 선언하였다. 작년 한 해는 중고차 시장에 대

고 또 솜방망이 처벌로 내성만 키웠을 뿐이다. 결

한 끝이 없는 논쟁이 있었으나, 주무 부처인 중소

국 단속과 같은 규제 방법보다는 시장 자체를 변화

벤처기업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과제해결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급기야 중

을 새해로 넘기게 되었다.

소기업의 영역에서 안주하게 하는 방식보다는, 대
기업의 참여를 통하여 시장을 좀 더 투명화해야 한

중고차 시장 구조개선 필요

다는 주장에 많은 소비자가 지지하는 상황에 이르

중고차 시장에선 좋은 품질의 중고차를 판매하는

게 되었다.

매매업체보다 품질이 떨어지는 중고차를 판매하
는 매매업체가 시장을 지배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

정보 비대칭 악용하는 매매업체 근절해야

장은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

기존 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면 시장 전체가

3)

학자 Akerlof의 논문 에서 얻은 결론이다. 중고차

변화하는 것은 일반적 현상이다. 또한 소비자와 매

매매업체는 거래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을 활용

매업체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게 만드는

하는데, 중고차 품질이 평균 이하의 중고차를 보유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면, 소비자도 정보를 통

한 매매업체가 품질이 상대적으로 좋은 중고차를

하여 합리적인 거래를 할 수 있어, 그동안 제기되었

보유한 중고차 매매업체보다 많은 이윤을 취하는

던 허위, 미끼 상품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효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중고차 매입가격은 품질에

과를 얻게 된다. 또한 중고차 매매업체도 품질을 속

비례하여 차이가 있지만, 매도가격은 거의 유사하

이고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려는 시도도 아예 없어

게 설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거래가 지속되면 오히

질 것이다. 그렇지만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의 시장

려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매입하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은 최후의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 먼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과연 이

대기업의 진입을 먼저 허용하는 순간, 영세업체의
몰락은 물론, 중고차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어 대규

3)	The Market for ‘Lemons’: Quality Uncertainty and the Market Mechanism
(레몬 시장의 품질 불확실성과 시장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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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실업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중고차 시장 선진화 위해 구조개선 필요

원인 : 가격·성능 정보왜곡으로 피해

과제 : 정보비대칭 문제 해소
- 소비자 피해 예방
- 신뢰받는 중고차 거래
대기업 참여
•제한적 시장 참여
•서비스 선진화
•Platform 경제화

중고차 반대 단체
•자정노력, 중소기업화
•관리시스템 도입
•공제로 피해보상

중기부 중재
•상생 불가피
•Zero Margin
•Protocol 경제화

추진방향 : 불법 업체 퇴출, 정부시스템 구축, 매매업 선진화 및 고용여건 개선

그림 1•중고차 시장 선진화 추진방향

이런 주장과 달리 중고차 시장규모가 상당히 커져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허용하게 되면 매매업체의

서, 과거의 골목상권처럼 마냥 보호해야 할 대상은

집단반발로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매출액 규

어느 방안이든 선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

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으며, 업체의 규모와 매출액

면서 새해로 숙제를 넘기게 되었다. 일방적 독식을

은 비례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한

피하기 위한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되, 선택권은 상

다. 따라서 대기업 진출 시 영세업체가 먼저 큰 손

대방에게 주는 방식을 반복하면서 대안별로 접점

해를 본다는 주장에 동의하질 않는다. 특히 현재

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에도 ‘자동차 365’와 같은 중고차 관련 조회시스템

만일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허용할 경우, 타격을

이 마련되었음에도, 아직도 소비자 피해가 근절되

받는 중고차 업체에 대한 방안 마련은 불가피할 것

지 않는 것은 정보의 비대칭을 악용하는 매매업체

인데, 작년에 발생한 기존 여객운송사업체와 플랫

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새로운 게임체인저(Game

폼 운송사업자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타협에서 제

Changer)를 등장시켜 시장 전체의 변화를 도모하

시된 방식이 참고할 사례가 아닐까 싶다. 즉 어떤

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란 주장이다.

결정이라도 큰 타격을 받는 업체에는 적절한 지원
을 위한 보완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

솔로몬 해법 같은 상생방안 마련해야

무쪼록 솔로몬의 해법과 같은 상생 방안이 마련되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업종으로 지정하자니 시

어 새해에는 중고차 시장의 선진화와 이를 통한 중

장변화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기 쉽고, 그렇다고

고차 소비자의 볼멘소리도 사라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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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캠핑카,
이제는 관련 대책이 필요할 때
최근 법·제도가 완화되면서 캠핑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사회 트렌드로 굳
어지면서 캠핑이 여가 활동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캠핑카만큼 이에 따른 여러 문제들
이 불거지고 있다. 관련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코로나19 시대 떠오르는 캠핑카 여행

그동안 휴식보다는 일이 우선인 삶을 살았던 아버지 세대들과 달리 일과 삶
의 균형이라는 ‘워라밸’ 문화가 떠오르면서 휴식의 중요성이 커졌다. 쉬지 않
고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쉬느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동안 TV에서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여행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서은정
시민, 서울 성북구

넘쳐났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기도 하고,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해외여행을 친숙하게 만들어
주기도 해 일 년에 한 번쯤은 해외로 휴가를 가거나 하는 것이 너무도 흔한
일상이기도 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꼼짝없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요즘 같
은 때 TV에서는 여행조차도 비대면 시대에 맞게 ‘차박’ 여행을 소개하는 프
로그램들이 많아졌다.
‘바퀴 달린 집’, ‘나는 차였어’, ‘캠핑클럽’ 같은 캠핑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
외에도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3’에서 황신혜와 김용건 커플, ‘사장님 귀
는 당나귀 귀’에서 현주엽과 허재, 김호영 등이 찍는 유튜브 채널 ‘주엽TV’ 등
은 전국 곳곳을 캠핑카로 누빈다. 이 외에도 ‘노는언니’, ‘1호가 될 순 없어’ 등
의 프로그램에서도 캠핑카를 타는 장면이 자주 나왔다. 코로나19 시대에 캠
핑은 새로운 여행 문화를 제시해 캠핑 장비 등의 수요도 높아졌다. 그러나
텐트를 비롯한 캠핑용품들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텐트를 치는 일 등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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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캠핑카, 이제는 관련 대책이 필요할 때

에 수반되는 여러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쉬운

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법 개정 이후 취침 시

일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라는 공간 안에

설이 승차정원의 1/3 이상(변환형 소파도 가능) 확

집약해 이동성을 높이고, 자동차와 연계된 다양한

보하고 취사, 세면, 개수대, 탁자, 화장실 중 캠핑

편의 시설과 기능을 갖춰 자연 속에서도 편리함을

에 필요한 시설을 1개 이상 갖추면 캠핑용 자동

추구하는 수요에 크게 부응하며 카라반이나 캠핑

차로 인정했다. 아울러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

카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가하는 튜닝도 자동차의 총중량 범위 내에서 안
전성이 확보되면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에 안전

승용차·화물차도 캠핑카로 튜닝 가능

성은 강화해 기존 액화석유가스 시설(액화석유가

장소만 허락한다면 주차하는 곳이 그날의 집이라

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기설비(자동차안전기준)

는 자유로움에 거리두기와 여행의 낭만을 모두 충

외에 캠핑공간 비상탈출구 기준, 주행 중 수납함

족해줘 캠핑카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개폐 방지, 취침 시설 기준 등을 ‘자동차 및 자동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

2020년 1월부터 7월 25일까지의 정보량을 분석한

록 신설한 바 있다.

결과 ‘캠핑’이 199만여 건이고 ‘차박’과 관련된 정

이어 2020년 5월에는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보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4월 2만여 건에서 5월

않아도 캠핑용 장비인 ‘캠퍼’ 장착을 허용하고 ‘하

부턴 3만 건을 기록했다. 또 ‘차박’하기 좋은 차에

이브리드 튜닝(내연기관→하이브리드)’ 등 저공해자

대한 검색 건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300%나

동차로의 튜닝을 인정하는 기준도 마련했으며,

늘어나는 등 오토캠핑, 차박에 대한 정보량, 수요

2021년 말까지 동력전달장치 등 각종 튜닝에 대

가 증가했다고 한다.

한 사전 승인을 폐지하고 검사만 진행하는 것으

캠핑카의 인기가 높아진 데는 2020년 2월 28일부

로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 계획을 하고 있다. 국토

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캠핑카

교통부는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

창출한다는 것이 목표다.

령이 시행된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 법령은 2019년 8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

한국 튜닝시장, 2025년 5조 5,000억 원 규모 전망

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그동안 캠핑

그러다 보니 요즘에는 소형차를 개조해 캠핑을 즐

카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돼 승용차, 화물차, 특수

기는 이들도 늘고 있다. 작지만 나만의 공간에서

차 등 다른 차종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그

즐기는 캠핑의 매력에 빠지게 된 것이다(다만, 차량

러나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캠핑카 차종 제한을

튜닝 시 짐칸을 안전 기준보다 높게 튜닝하거나, HD 등으

폐지하면서 승합차 외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

로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전조등, 불법 광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물을 부착하는 튜닝 등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하니 주의

또한 취침 시설 등 캠핑카 인정 기준도 완화되어

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캠핑카는 승차정원에 해당하는 취침

정부가 캠핑카 튜닝 규제를 완화한 배경은 최근

시설(튜닝 시 2인 이상)과 취사, 세면 등 시설 기준

수요가 늘어난 까닭으로, 2019년 말 기준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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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수는 2만 4,869대로 2014년(4,131대)에 비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한국의 튜닝

해 약 6배 증가하고 연간 신규 캠핑카는 4,000여

시장이 2025년 5조 5,0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할

대씩 늘어나고 있다. 이 중 튜닝 캠핑카는 7,921

것으로 전망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대로 전체 32% 수준인데 튜닝이 허용된 이후 계
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캠핑카 이용 시 면허 확인 필수

그동안 사람들에게 자동차 튜닝은 불법이라는 인

그러나 캠핑카를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식이 있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였으나 법 개정 등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이다. 캠핑카는

을 통한 규제완화, 언론의 홍보 등으로 긍정적으

운전할 때 차량이 750~3,000㎏이면 소형 견인차

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면허, 3,000㎏ 이상은 대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

실제 법 제도 개선 후 캠핑카 튜닝 수요는 빠르게

다. 캠핑카는 운전면허증이 2종 보통인 경우 10인

증가했다. 완화된 규제가 시행된 2020년 2월 28

이하만, 11인승 차량의 구조를 바꿔 승차정원을

일부터 5월 15일까지 튜닝한 캠핑카 대수는 1,446

줄였더라도 변경 전 차량 기준으로 1종 면허증이

대로, 2019년 같은 기간(487대)보다 3배 가까이 늘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었다고 한다.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지고 자동차

특히 기본 운전면허만을 필요로 하는 캠핑카와는

업계가 캠핑카 시장에 뛰어들며 관련 용품 산업

달리 카라반은 차체 중량 750kg을 기준으로 그

도 활기를 맞아 지난 2020년 3월, ‘11번가’에서는

이상이면 별도로 소형 견인차 면허가 필요하다.

전년 동기 대비 캠핑카 관련 상품의 매출이 27%

여기에 카라반을 견인하기 위한 연결 장치(토우 바

증가하고 차량용 전기매트, LED 실외등, 어닝 텐

Tow Bar)를 견인할 차량에 설치하고 구조변경 신

트 등 캠핑카 용품은 37%, 루프백·루프탑텐트는

청을 해야 한다. 카라반은 별도의 차량 등록이 필

32%, 트레일러는 4% 더 팔렸다고 한다. ‘옥션’ 또

요하며 보험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한 캠핑 트레일러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

카라반은 캠핑 공간만을 별도로 분리하고, 필요할

고 캠핑 매트는 76%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때 견인 차량에 연결해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와

부도 캠핑카 튜닝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사업을

견인 장치를 부착한 이동식 캠핑 공간이다. 차량

확대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으

과 분리되어 있어서 차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자

로 알려져 업계에서는 향후 자동차 튜닝 시장의

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공간 활용도 캠핑카보다

규모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로운 편이나 운전면허는 확인이 꼭 필요한 상

2017년 기준 한국의 튜닝 시장 규모는 3조 8,000

황이다.

억 원으로, 미국(39조 원), 독일(26조 원), 일본(16조
원)보다 작았다. 그러나, 통계청이 자동차 튜닝업

캠핑카 구매는 가능해도 대여는 불가능

을 산업분류에 추가하고, 국회에서 자동차 튜닝을

캠핑카의 가격은 어떤 차종을 튜닝했는지, 어떤

산업으로 인식하도록 한 ‘자동차튜닝산업법안’을

장비를 넣었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국내에도

발의하는 등 튜닝 시장의 활성화를 앞당길 방안들

수입된 모터 카라반의 가격은 1억 원을 훌쩍 넘고,

이 마련되기 시작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국내 전문 업체가 국산 차를 튜닝해 판매하는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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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캠핑카, 이제는 관련 대책이 필요할 때

핑카는 4,000만~6,000만원 선이라고 한다. 그래

차종은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지난 2월 법

서인지 캠핑카의 가격과 부대비용이 부담스러워

개정 이후 캠핑카가 특수자동차로 분류되면서 대

서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 때문에

여가 불가능해졌다. 이 때문에 특수자동차로 분류

최근에는 ‘캠핑카 렌트·셰어링 서비스’도 일부 업

된 캠핑카를 이용하려는 경우, 비싼 가격에 직접

체에서 선보인다고 한다. 유럽이나 미국, 캐나다,

구입하거나 자기 차를 개조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서 보편화된 캠핑

카라반이나 트레일러 등 캠핑카의 구매나 튜닝은

카 대여사업이 국내에도 상륙하여 주중 기준으로

가능해도 대여는 불가능한 것이다.

기아 레이를 개조한 캠핑카 1일 대여 비용은 8만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국회의원이 지난 2020년

원 수준이며, 위네바고 같은 수입 캠핑카는 약 60

8월 24일 자동차대여사업에 특수자동차인 캠핑용

만 원이라고 한다. 이들 캠핑카는 주말과 성수기

자동차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

에는 대여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한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나 아직 통

다.

과되진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캠핑카 대여사업은 현행 법률로

‘차박’이라는 표현이 대중화되었을 정도로 자동차

는 불법이다. 특수자동차로 분류된 캠핑카의 구

를 이용한 캠핑 수요가 늘고 있으나 비용이 수천

매는 가능해도 렌터카로 대여는 할 수 없기 때문

만 원에 이를 정도로 비싼 캠핑카를 구매하거나

이다.

차를 개조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많은데 대여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 이후 모든 차종이 캠

가 어려운 것에 소비자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핑카로 튜닝은 가능해졌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

법은 변해가는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업법」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이 가능한 차종에 캠핑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카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여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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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로 개조할 때도 신차랑 같은 세금?

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캠핑카를 구매한다고 해도 캠핑카 시장이 확대되

이는 캠핑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보다 원리원

면서 관련 제도는 완화되었으나 이중과세 논란이

칙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먼저라는 정부의

있을 만큼 세금제도가 변화된 것도 캠핑카 이용자

발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안전과 배

들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기존의 자동차를 캠

기가스, 소음 문제만 제외하곤 규제를 완화하는

핑카로 튜닝하려는 사람들이 세금이 부담스러워

선진국과 비교하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 또한 과도한 세수 확보

이라고 볼 수 있다.

라는 지적도 나오며 세금 규정 완화를 위한 청와

또한 통상 자동차는 몇 년만 몰아도 가격이 급격

대 국민청원도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히 하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량 가격 대비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차량을 캠핑카로 개조하려

구조변경 비용은 치솟을 수밖에 없는데, 차량 가

면 교통안전공단에 차량 개조 계획을 보내 승인

격 대비 구조변경 비용에 따라 세금을 걷는 것은

을 받아야 한다. 튜닝이 끝난 뒤에는 애초 계획대

정부의 세수 확보에 악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로 됐는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친다. 기본적으로

는 입장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자동차 튜닝산업을

침대, 냉장고, TV, 식탁 외에도 다양한 옵션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캠핑카 튜닝 시 부가가치세

캠핑카를 만들 수 있어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기

정도만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

존에는 개조 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됐다. 반면 개정 후 현행 세금은 차값과 개조 비용
을 더한 값의 5%를 개별소비세로 내야 한다. 거기

캠핑카 안전성 문제도 대두

에 개별소비세의 30%를 교육세로 내야 하고 개조

규제 외에도 캠핑카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화물차

비용과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값에서 10%의

량으로 만든 캠핑카도 쏟아져 나오면서 안전성 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내야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제가 대두되고 있다. 대개 화물차량은 생계형 차

것이다. 또한 카라반의 경우 차량 등록 시 구매가

량으로 각종 안전장치를 면제받아 전방추돌 시 전

격의 5%의 취득세와 기타 인지세, 등록세 등 약 2

용 차량 대비 훨씬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다고 한

만 원 정도를 납부하며, 연간 6만 5,000원 정도의

다. 이런 가운데 안전장치가 부족한 화물차량으로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 이 외에도 카라반의 경우

만든 캠핑카는 소비자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이전과 다르게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증명하도록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제도가 바뀌어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오르게 되

또한 개조한 캠핑카의 화재도 이어져 주의가 요구

었다고 한다.

된다. 지난 9월에도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캠핑카

일반적으로 개소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은 신차

로 개조한 버스에서 주차 중 배터리 폭발로 추정

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자동차 구조를 바꿨

되는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다고 신차를 구매했을 때와 똑같은 세금을 매긴다

당국은 조리나 전기제품 사용을 위해 추가로 장

는 건 이중과세나 다름이 없을 뿐더러 캠핑카 튜

착한 대형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

닝을 활성화하겠다는 본래 취지와 크게 어긋난다

다. 지난 4월에도 논산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던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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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카에서 불이 나기도 했다.

카를 이용하는 캠핑 마니아들이 증가하면서 도심

전문가들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캠핑카의 특성

내 공영주차장이나 주택가 이면도로에 캠핑카 등

상 배선 등이 복잡하고 일반 차량과 달리 배터리

을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가 추가로 존재해 화재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지

시민의 불만이 이어지자 강릉시는 캠핑용 차량은

적한다. 개조할 때 적정한 용량의 중간중간 차단

공영주차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현수막을 곳

기, 안전장치들을 잘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곳에 내걸고 주말에는 단속반을 편성해 장기간 주

배터리에서 열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열이 빠져나

차 중인 캠핑카에 이동 조치해달라는 스티커를 부

갈 수 있도록 꼭 환기구가 있는 캠핑카를 사용해

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 활동에도 공영

야 한다고 한다.

주차장을 장기간 차지하는 캠핑카는 근절되지 않

또한 캠핑카를 개조할 때는 전문 업체를 이용하

는 게 지자체의 고민이다.

고, 개인적으로 개조했을 때는 전문가에 의한 안
전 점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핑카 주차는 도대체 어디에?

캠핑카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
캠핑카는 민원의 주범?

문에 장기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일반

캠핑카를 몰고 나가더라도 캠핑카가 곳곳에서 민

적인 캠핑카·카라반 차량은 폭 2.48m에 길이가

원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이용자들이 조심해야

7.8m 정도로 일반 승용차 대비 폭이 넓어 일반 주

할 사안이다. 시가지 중심이나 주택가의 불법주차

차라인을 벗어나기 일쑤며 전고도 높아 지하 주차

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다 상수원보호구역

장을 이용할 수가 없다.

과 같은 야영금지구역 내 무분별한 캠핑으로 인한

별도의 관리비를 낸다고 해도 주차 공간이 적은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

아파트 등에선 환영받지 못하다 보니 일부 캠핑

강원도의 해변을 비롯, 유명 관광지에는 코로나19

카 주인들은 공영주차장 2개의 면을 사용한다거

여파로 캠핑카들이 몰리면서 민원인들의 불만 제

나 공터나 도로변 등에 불법주차를 한다. 그런데

기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한다.

도 대형 차량이라 견인도 쉽지 않고 또 개인 소유

강릉시 경포해변 인근의 호수공
원 주차장은 피서철이 끝났는데
도 불구하고 아직도 캠핑카들이
줄지어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강릉뿐만 아니라 동해시 등 경치
좋은 동해안 해변을 따라 캠핑카
들이 몰려들고 있지만, 지자체는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
을 겪고 있다. 카라반이나 캠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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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함부로 처리할 수 없어 지자체들도 골머리

일부 지자체, 캠핑카 전용 주차장 조성 중

를 앓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부 지자

캠핑카 주차를 둘러싸고 차주들과 시민들이 갈등

체들은 캠핑카 주차가 가능한 복합주차장을 운영

이 커지면서 범죄도 일어나고 있다. 주차면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많이 차지하고 한번 세워두면 장기간 나오지 않기

다. 이 같은 주차 문제에 일반 시민들은 캠핑카를

때문에 주차난을 두고 주민과 캠핑카 주인 사이의

화물차 주차장이나 별도의 전용 주차장에 세워야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2019년 10월 25일에는 캠

한다고 요구한다. 반면 캠핑카 차주들은 관련 법

핑카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을 숨지게 한 혐

령 미제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반 주차장을 함께 이

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용하고 있으므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자동

선고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

차관리법상 캠핑카는 중형 승합차로 분류돼 일반

기도 했다.

차와 똑같은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어 승합차

전문가들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주

나 미니버스, 1t 트럭을 개조한 캠핑카는 큰 문제

차장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가 없다. 하지만 자동차 뒤에 캠핑용으로 개조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캠핑카 업계를 중심으로는

별도의 트레일러나 카라반 등은 부피가 상당해 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심 속 공영주차장은 높

차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게다가 이동이 쉽지 않

이 제한을 두고 사용 빈도가 낮은 캠핑카는 교외

을 뿐더러 관련 규제가 없어 불법으로 간주되지도

에 전용 주차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

않는다.

만 일각에서는 해당 사안이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 제도나 정책적인 지원이 먼저 마련돼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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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

정부는 車튜닝산업 키우는데…

라는 전망도 있다.

여전히 ‘보험 사각지대’

다행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캠핑카를 위한 전용 주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가 튜닝 규제 완화를 추진하

차장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와

는 데 반해 관련 보험은 따라가지를 못해서 캠핑

부천시의 경우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

카 보험이 사각지대에 남아 있는 것은 문제로 제

하고 있으며 안산시는 일부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관련 규제를

주차를 위한 공간을 할당하고 있다. 충청권에서는

완화해 튜닝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

아산시가 유일하게 캠핑카 주차장을 조성했다. 용

나가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인시는 외곽 공터를 활용해 캠핑카를 세워놓을 수

질 수 있는 상황이다.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두었다고 한다.

일반 차량을 캠핑카로 변경하게 되면 개인용 자동
차보험이 아닌 업무용 캠핑카나 업무용 승합차로

캠핑카 수용 야영장 확충 필요

가입해야 한다. 또 운전자·연령한정특약 가입이

급증한 캠핑카를 수용하기 위한 야영장을 확충할

불가능하고 긴급출동서비스도 제한이 많다. 손해

필요도 있다. 전기나 수도 시설을 마음껏 사용하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인용 캠핑카에 대한 위험률

기 위해서는 오토캠핑장이 필요한데, 국내에선 이

등 관련 데이터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 전용 상

런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곳은 몇 안 된다. 게다가

품 개발이 어렵다 보니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소비

국내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트레일러 카라반을 설

자들은 일반 차량보다 운행횟수가 적고 영업활동

치해 숙박시설처럼 이용하는 카라반 펜션이 대부

이 아닌 개인의 여가생활에 이용하는 차량인데 업

분이라 캠핑카는 있지만 막상 갈 수 있는 곳은 제

무용으로 가입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또 일

한적인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동해안 등 바닷가

반적인 업무용 승합차의 경우 긴급출동서비스 이

해수욕장 등에는 캠핑카를 가지고 가 무분별하게

용이 가능하지만 캠핑카의 경우 어렵다는 것에 대

이용하다 보니 “야영(차박), 취사는 인근 야영장에

해서도 민원을 제기한다. 최근에는 청와대 국민청

서 즐겨 주세요. 제발”이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며

원 등을 통해 튜닝 캠핑카에 대한 보험 가입이나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캠핑을 유도하고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개선 요구도 늘고 있다.

외국에는 수영장이나 레포츠 시설 등 다양한 시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 번쯤은 여행을 즐기고 싶

을 갖춘 오토캠핑장이 많다고 한다. 유럽이나 오

은 캠핑카가 더는 낭만이 넘치는 차는 아니다. 코

스트레일리아에서는 홀리데이파크, 미국에서는

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비대면 문화를 즐기고

아르브이(Recreational Vehicle, RV) 파크라고 부르

싶은 마음이 커지는 만큼 캠핑카 시장은 더욱 커

는 오토캠핑장이 유럽에 약 2만 개, 북미에 약 5만

지고 불거진 문제들 역시 증폭될 수밖에 없다. 캠

5,000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도 8,000

핑카에서 온전히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는 관련 인

여 개가 있어 전국 어디에서는 카라반형 캠핑 문

프라도 캠핑카 시장이 커지는 것 이상으로 확대되

화를 누릴 수 있다고 한다.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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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버스도착정보 어떻게 알까?
버스정보시스템(BIS)의 작동원리

이상우 문화평론가

요즘에는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 애타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정류장 전광판에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이다. 내가 타야할 버스가 현재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사람이 많아서 혼자 타지는
않은지 추가 정보를 알려주기도 한다. 과연 이런 첨단 안내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

GPS를 활용한 정확한 안내

량장치에는 노선별 경유 지점의 GPS 좌표가 입력

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시내버스. 예전에는 소위

되어 있다. 인공위성으로부터 받은 GPS 신호와

‘차장’이라고 부르는 버스안내원이 동승해서 내려

사전에 입력된 GPS 좌표가 일치하는 지점을 버스

야 할 곳을 알려줬지만 이제는 첨단 IT가 적용된

가 통과하면, 교통정보센터에 해당 정보가 실시간

버스정보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 BIS)이 그

으로 전달된다. 이후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수집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버스 안에서 단순히 승객

버스 위치와 도착 위치 사이의 도로 조건, 과거 소

에게 안내방송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정류장에서도

요 시간 등을 계산한 뒤 도착예정시간을 도출한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어디쯤 지나고 있는지를

다. 이 데이터는 다시 시각·청각 자료로 변환되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

“○○○번 버스가 잠시 후 도착합니다”라는 멘트

하면 집에서 언제 출발해야 하는지 계산해서 기다

로 승객들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리지 않고 바로 탑승할 수도 있다. 버스를 마치 자
가용처럼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셈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확성과 편의성

과거에는 버스기사들이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

사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버스에 장착된

안내방송을 내보내거나 출입문 동작과 연동되는

단말기의 성능이 그리 뛰어나지 않았다. 기껏해

시스템이라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를

야 현재 정거장과 다음 정거장 정도만 송출할 수

보완하기 위해 자동안내 방식이 개발되었는데, 초

있었고, 2G 데이터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보가

기에는 정류장 주변의 전신주나 도로표지판 등에

갱신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GPS가 자

송신기를 장착하고, 버스가 통과할 때 신호를 수

주 끊겨서 시스템의 정보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

신해서 안내방송을 내보내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국토교통부(고속도

정류장마다 송신기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

로 및 국도 교통정보 수집), 경찰청(도시부도로 교통정보

관리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수집 및 교통단속), 지방자치단체(관할 지역 내 교통정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최근

보 수집), 민간교통정보사업자 등이 개별적으로 시

안내 시스템에는 GPS가 활용된다. 각 버스의 차

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정보의 양에 비해 시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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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버스도착정보 어떻게 알까?

버스정보시스템 작동 개념도
GPS 위성

버스 내 단말기

무선통신

버스정보센터
(종합사령실)

통신사

타 지방정부
교통정보센터

버스정보 연계
버스 운행정보(위치)
수집
유·무선 인터넷 이동통신

버스정류장

휴대폰

컴퓨터

게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이 낮은 편이었다. 이를

차 알림을 설정하면 정류장 도착 전 미리 알려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005년부터 Seoul

는 기능이다. 또한 버스 노선의 실시간 교통정보

TOPIS(Transport Operation & Information Service)

와 함께 도착 예상 시간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센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 센터는 서울시 도

카카오톡 친구와 공유할 수도 있다.

시고속도로 교통정보, 버스운행정보, 교통카드 이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7년부터 버스마다 승객이

용정보, 경찰청 교통/영상정보, 무인단속정보, 한

어느 정도 탑승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버스 차내 혼

국도로공사 고속도로정보, 소방방재영상, 교통방

잡도 안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버스 내 승객

송 등 서울시의 개별 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모든

인원에 따라 ‘여유/보통/혼잡’ 3단계로 구분하는데,

교통정보를 연계하고 서울의 교통상황을 총괄 운

‘여유’는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정도, ‘보통’은 입석 승

영·관리·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서비스센터다.

객이 손잡이를 하나씩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정도,

이렇게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통해 서울시는 과학

‘혼잡’은 입석 승객들 사이 통로까지 승객이 서 있고

적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010

입석 승객의 몸이 맞닿는 정도를 의미한다. 혼잡도

년 무렵에는 약 95%의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게

는 단말기에 접촉한 교통카드 승·하차 정보로 탑승

되었다. 이후 LTE 통신망과 여러 IT의 발전으로

인원을 산출하고, 차종별 크기를 고려해 판정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버스정보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

이렇게 수집된 ‘혼잡도 데이터’는 새 교통정책에

준의 정확성과 편리함을 자랑하고 있다.

도움을 주기도 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특정 시간
일부 구간에서 승객들이 몰리는 점을 고려해 짧은

스마트폰 앱으로 확장되는 교통정보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수요대응형 버스인 다람쥐

수집된 교통정보는 정류장 안내뿐만 아니라 스마

버스를 2017년 선보이기도 했다.

트폰 앱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고, 빅데이터,

카카오버스와 같은 앱이 대표적이다. 카카오버스

AI, 사물인터넷 등과 결합되면서 교통정보는 지금

의 경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능을 추가

보다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교

했는데, ‘버스 승하차 알림’ 서비스 역시 그 중 하

통의 변화는 도시의 변화로, 나아가 삶의 변화로

나다. 이는 타고자 하는 버스에 승차 알림을 설정

이어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경을 바꿔

해 도착 정보를 미리 제공받고, 내릴 정류장에 하

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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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율주행전용보험의 동향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
서 완전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전용보험상품
의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손해보험사가 자율주행서비스의 실
용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알아본다.

들어가는 말

최근, 일본의 손해보험사는 CASE(Connected, Autonomous, Shared, Electrification)
로 표현되는 모빌리티 혁명 속에서 자동차보험이 보험료 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모델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모델을 모색하고 있
김재열1)
도쿄대학 환경학 박사

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일본 정부가 2018년 4월에 자율주행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2018년 9월에는 자율주행차량의 안전기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면서 손해보험사도 자율주행 관련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
및 실증실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일본의 손해보험사가 자율주행서비스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1)

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의 자율주행 개발 동향

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의 자율주행은 토요타를 필두로 완전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면서 고도안전운전지원시스템(레벨 2의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조기
에 첨단기술을 투입한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제조업체에 비해 제도 측면에서
의 정비는 늦었지만, 현실적인 자율주행 실증실험을 반복하면서 성과를 쌓
아 가고 있는 것이 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의 접근법으로 보인다(〈표 1〉).

1) 소속 : FUJITSU 모빌리티솔루션사업본부 사업기획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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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율주행전용보험의 동향

표 1•일본 자동차제조업체의 자율주행 개발 동향
자동차 제조업체

개발 동향

토요타

토요타는 자율주행 레벨 3(조건부 운전 자동화)의 실현 시기를 2020년으로 설정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 레벨 4(고도 운전 자동화)는 MaaS(Mobility as a Service) 분야에서 2020년까지 제한지역에서의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MaaS 전용 차세대 차량인  ‘e-Palette’를 활용한 Autono-MaaS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레벨 4의 실현은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레벨 5(완전 운전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운용되
는 것은 2030년대로 보고 있다.

닛산자동차

닛산자동차는 고속도로 동일 차선 자율주행기술 ‘프로 파일럿(레벨 1의 운전지원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이 2018년 11월
말부터 판매되어 현재 20만 대 이상의 차량이 운행하고 있다. 또한, 프로 파일럿 기술 이외에 이스라엘의 모빌아이와 젠
린과 공동 개발한 고정밀지도(다이나믹맵 모델)를 채용하여 고속도로의 복수 차선 자율주행(레벨 2)을 2018년도에 실용
화하였다.
자율주행 레벨 3은 2020년에 실현하고, 무인택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르노, 미쓰비시자동차와 연합하여 구글 산하의 웨
이모와의 연계를 발표하였다.

혼다

혼다는 연료전지 자동차와 전기자동차의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전 세계 판매량의 2/3를 전동화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레벨 3을 실현하고, 자율주행 레벨 4는 2025년에 실현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GM과 협업하여 무인 라이드쉐어서비스 전용 차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2족 보행 로봇(ASIMO) 개발
에서 축적된 기술을 자율주행 분야에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자율주행 실증실험

관계자가 연계하여 무인 자율주행서비스의 실용
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

일본의 자율주행기술은 정부, 자동차제조업체뿐

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성은 경제산업성과 연계

만 아니라 IT 기업, 대학, 지방자치 단체 등 다양한

하여 한정된 지역에서 무인 자율주행서비스를 실

〈중산간지역의 자율주행서비스〉
〈라스트마일 자율주행〉

〈대규모 실증실험〉
〈트럭 대열주행〉

〈뉴타운 자율주행서비스〉
〈공항 제한구역 내의
자율주행 실증실험〉

그림 1•일본의 자율주행 실증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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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위해서 ‘라스트마일자율주행’ 실증사업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제산업성과 연계한
사업으로 운전자의 부담과 운전자 부족 문제를 해

인슈어테크놀로지 ‘Level IV Discovery’

결하기 위해서 트럭의 대열주행 실용화 사업도 추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인 손보재팬은 2019년 2

진하고 있다. ‘관민 ITS 구상·로드맵’에 따라 2018

월에 자율주행 OS ‘Autoware’를 개발하고 있

년 1월부터 신토메이고속도로에서 트럭의 대열주

는 ㈜Tier IV, AISAN TECHNOLOGY(주)와 함

행 실증실험을 시작하여 2020년도에는 신토메이

께 안전한 자율주행 실증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

고속도로에서 트럭의 대열주행기술을 실현하는

록 자율주행 실증실험 코스의 안전성, 교통환경의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 운행설계 영역(Operational Design Domain,
ODD)의 설정, 사회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하는 인슈어테크놀로지 ‘Level IV Discovery’를
일본 자율주행 실증실험용 보험의 동향

공동 개발하였다.
Tier IV와 AISAN TECHNOLOGY는 Tier IV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등의 책임 여부

의 자율주행시스템과 AISAN TECHNOLOGY의

가 판명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할

고정확도 3차원 지도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수 없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시스템의 결함, 해커

100여 곳 이상의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 실증실

의 공격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원인 규명에 시간

험을 실시하면서 대규모의 주행데이터와 노하우

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운전자 등에 책

를 축적하여 왔다. 손보재팬도 Tier IV와 AISAN

임이 없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 이러

TECHNOLOGY의 자율주행 실증실험에 참여하

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신속하게 피해자에게 보

여 환경과 조건에 따라 리스크 평가를 제공하면서

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배상 의무자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또한, 손보재팬는 Tier IV

에게 청구할 피해자 구제비용 등을 보상 특약으로

와 AISAN TECHNOLOGY와 협력하여 완전 자
표 2•‘Level IV Discovery’ 자율주행실증실험 매뉴얼
목차
1. 들어가며
 	 1.1 개요
 	 1.2 관련 문서
2. 자동주행 실증실험의 지침
 	 2.1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지침
 	 2.2 실증실험계획의 책정
 	 2.3 실증실험의 절차

그림 2•손보재팬의 커넥티드 서포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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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 발생시의 공표지침
 	 3.1 공표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
 	 3.2 관계 기관에 대한 설명
 	 3.3 공개 여부 및 방법의 결정
 	 3.4 공표에 관한 관계 부처의 역할 및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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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IV Discovery
오픈소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보험 제공

-Autoware-

라스트 평가
디지털 보험

트러블 대응

리스크
대책
노하우

자율
주행
노하우

데이터
ODD 설정

현지 서포트,
사고 대응

고정확도 3D맵
드라이브
시뮬레이터

안전한 자율주행 플랫폼

1

안전을 위한 예방

실적을 통해 작성 된

실효성 있는

안전을 보장하는

매뉴얼

프로세스

보험·서비스

자율주행
실증실험 매뉴얼

계획

리스크 평가

심사

2

안전 지킴이

운행 중
안전 매뉴얼

운행

커넥티드 서포트센터

3

만약에 대비

드라이브
서포트 매뉴얼

보고

디지털 보험

그림 3•손보재팬의 ‘Level IV Discovery’

율주행차량의 승객을 원격에서 관리·감시할 수 있

③디지털보험을 제공하고 있다(〈그림 3〉).

는 커넥티드 서포트센터를 개설하였다(〈그림 2〉).
‘Level IV Discovery’는 구체적으로 주행 전에는

자율주행로봇전용보험(실증실험용 오더메이드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표 2〉의 매뉴얼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

①디지털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주행 중에는

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 분야에서는 비접촉 배송의

②커넥티트 서포트센터를 제공하여 사고로부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배송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고

서비스도 조기에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6

발생 시에는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년부터 실증실험용 오더메이드형 자율주행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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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실중실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
운행 리스크

업무수행 리스크

손해·고장 리스크

사이버 리스크

사고발생 시의 부담(임시 비용, 로봇 수송)

지금까지의
자율주행실증실험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설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리스크 컨설팅

그림 4•손보재팬의 자율주행로봇전용보험

표 3•자율주행로봇전용보험의 보상·서비스 내용
구분

보상·서비스
가. 운행 리스크 보상

②
리스크 컨설팅
③
자율 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전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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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 전반을 보상

보행자 등의 과실 100% 보상

실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보행자 등의 과실 부분도 포
함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

대물사고 임시비용

물손 사고발생 시의 임시비용(정액)을 지급

공동개발자에 대한 보상을 불행사
(독자적인 보상)

실시사업자가 수송소독경비사업자인 경우에 시스템 개발사업자와의 책임
관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원격 조정자의 형사책임에 대한 변호사
비용(독자적인 보상)

사고로 상대방이 사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 대해서 원격조정자가 형사책임
을 추급받을 경우에 변호사 비용을 지급

나. 손해·고장 리스크 보상
①
전용
보험
플랜

내용

기기의 파손·고장손해를 보상(전용기기의 설치·조립 실수 등을 포함)

자율주행로봇 본체

일반적인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범위 외인 자율주행로봇 본체의 고장손
해를 보상

전용기기

LiDAR, 밀리파 레이더 등 고액의 전용기기의 파손·고장손해를 보상

다. 사이버 리스크 보상

사이버공격을 받았을 때의 손해를 보상

라. 업무수행 리스크

로봇이 제공하는 작업 전반의 리스크를 보상

수송물 리스크 보상

자율주행로봇이 수송하는 화물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오작동 리스크 보상

자율주행로봇의 오작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

수송·소독·경비사업자에 대한 배상

오작동 시의 수송·소독·경비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또는 그것에 대
응하는 비용)을 보상

조사비용 등의 각종 비용

사고 또는 오작동 시의 원인 조사비용, 재발 방지 조치비용 등을 보상
※ 자율주행로봇에 의한 오배송, 경비로봇에 의한 촬영 누락, 소독로봇의
소독액 살포 실수 등

자율주행실증실험 리스크 평가 지원

실증실험 전에 종합적인 리스크를 평가하여 대책을 실시

사고발생시의 위기관리대응 매뉴얼 작성지원

사고발생 시 관계자의 대응을 매뉴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주행 불가 시의 수송 무제한 서비스
(독자적인 서비스)

자율주행로봇의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실시사업자가 지정한 장
소까지 무상으로 수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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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제공해 온 손보재팬은 실증실험을 통해 축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자율주행차전용보험상

적한 리스크 평가와 보험상품 개발의 노하우를 활

품의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완전자율주

용하여 자율주행로봇의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차는 상용화 될 때까지 도로환경에서 상당 기간

2020년 10월에 자율주행로봇전용보험을 개발하

일반 차량과 혼재되어 운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였다. 자율주행로봇전용보험에서는 자율주행로

이해관계자 간에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해 다양

봇에 의한 배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포

한 자율주행전용보험이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일

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①전용보험플랜, ②리스

본 손해보험사 중 선두업체는 아니지만, 자율주행

크 컨설팅, ③자율주행을 실현하기 위한 전용서비

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손보재팬 홀딩

스(자율주행로봇의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실시

스는 자율주행 OS ‘Autoware’를 개발하고 있는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무상으로 수송해 주는 서비스

Tier IV에 약 98억 엔을 출자하면서 자율주행서

등)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4〉, 〈표 3〉).

비스의 실용화를 위한 자율주행플랫폼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향후 손보재팬 홀딩스는 자율주행
플랫폼사업을 통해 수집한 차량·주행·승객·위치

맺음말

데이터와 기존의 모빌리티사업(P2P 카셰어링, 주차
장셰어링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MaaS,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 갈 것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으로 보인다.

개정되면서 완전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시 보상

참고문헌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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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부

명 등) 설치 등에 내년 2조 4,924억 원이 투자된다. 철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도 분야는 노후도가 높은 전기설비, 교량, 터널 등의

57.1조원

유지보수와 도시철도(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등에 내
년 2조 939억 원이 투자된다. 이와 더불어 2021년도

국토교통부는 2021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

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

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0년 대비 6조

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2019년

9,258억 원 증가한 57조 575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

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4,007억 원

(23조 1,348억 원) 대비 4,636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

이 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33조 5,901억 원) 대비

대도시권의 이동시간 절약 등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1,310억 원이 감액되었다.

GTX, 광역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

된다. GTX-A 노선을 비롯하여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

SOC 지출은 21조 4,994억 원으로, 최근 증가 추세

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를 유지하였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혁신, 지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금년 9,171억 원에서

역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내년 1조 2,315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안 대비 증액되었다.
국토교통 안전강화와 관련하여 노후 SOC에 대한 선
제적 안전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난· 사고로

자료 |	국토교통부, “「2021년 국토교통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57.1조 원 확정”, 2020.12.2.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
jsp?lcmspage=1&id=95084846

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
교통 분야 안전 예산이 금년 4조 8,282억 원에서 내년
도 5조 8,884억 원으로 증액 확정되었다. 도로 분야는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고 방지를 위한 위험구간 개선, 병목지점 개선, 포장
정비, 노후 교량·터널 정비, 각종 안전설비(횡단보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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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및 ‘화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을 2년 연장하고, 상

국토교통부

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

2020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 지자체

외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

선정·발표

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

부산, 수원, 남양주, 의왕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뽑혀

음과 같다.
첫째,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국토교통부는 도시의 교통분야 지속가능성을 제고

올해 말에 종료 예정(2017.9~2020.12월)이었으나, 전

하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부산광역시,

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2

수원시, 남양주시, 의왕시를 2020년도 우수지자체

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둘째, 화물차

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따라 2010년부

절감 등을 위해 도입(2000년~)되어 올해 종료 예정

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한국교통연구원과 전문

이었으나,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22년 12월

가 평가위원단(12인)이 인구 10만 명 이상 75개 도시

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셋째, 그간 과적 또

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대상도시

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

를 4개의 그룹별로 구분하고, 환경·사회·경제 3개 부

을 유발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

문에 대해 총 2개의 평가지표(현황평가 20개, 정책평가

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왔다. 과적 또는

12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는 우수지자체뿐 아니라, ①인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하여 법

천시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I-MOD) 서비스 실증사

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

례, ②부산시의 도심전역 안전속도 5030 시행사례,

월 제외할 예정이다.

③전주시의 시내버스 무제한 정기권 도입사례, ④남

이번 방안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국토부·경찰

양주시의 남양주형 버스 준공영제 시행사례를 우수

청)」에 포함되어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정책사례로 선정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향후 지

서 확정되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유료도

속가능한 교통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

로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

수지자체로 선정된 4개 도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상

란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이, 우수정책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한국교통연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022년 1월 이후 법규

구원장상과 한국교통학회장상이 수여된다.

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0.12.21.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
jsp?lcmspage=1&id=95084944

자료 |	국토교통부, “「2020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발표”, 2020.12.28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
jsp?lcmspage=1&id=9508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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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대구부산·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세종시 대중교통 구간서 자율협력주행버스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로드맵(18.8월)에 따른

실증 시연

7번째 통행료 인하

일반버스 운행 노선따라 자율협력주행 기반
대형 전기버스 실증 선보여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
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일반 버스가 오가는 실제 도

12월 24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 노

로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대형 전기버스 운

선은 최대 52.4%, 서울춘천 노선은 최대 28.1% 인

행을 시연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환경에서 자율주

하된다. 각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

행 기반의 대중교통수단 운행을 목표로 2018년부터

산이 10,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해오고 있다. 이 날 자율협력주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각

행 버스(level 3)운행 시연은 세종시 BRT 노선(6km 구

각 인하되며 2~5종 각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

간)에서 이뤄졌다.

준으로 인하된다.

먼저 주행의 경우 운전자가 버스 시스템에 제어권을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8.8

전환한 후 버스는 제한속도(50km/h)에 맞춰 일반버

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스 주행 상황에서 자율협력주행을 실시했으며, 정류

2019년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장에서는 정해진 정차 칸 내에 정밀정차까지 완료했

천안논산 등 5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였다. 이번

다. 편의서비스 측면에서는 승객이 승하차를 예약하

대구부산, 서울춘천까지 포함하여 총 7개 노선의 통

고, 승하차 지점에 인접했을 때 승객에게 알림을 주

행료를 인하함으로써 로드맵 상 1단계 인하목표를

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선보였다. 더불어 버스는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되었다.

주행 중에 교통신호정보를 받아(I2V) 교통신호에 맞

이번 통행료 인하와 더불어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

춰 정지 및 주행을 선보였으며, 선행차량의 주행정보

우 12월 개통한 밀양~울산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

와 선행차량이 수집한 도로정보(정차 및 돌발 상황)를

해 영남권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

후행차량에 제공(V2V)하는 기술도 선보였다. 관제센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터와 관련하여 자율협력주행 버스의 운행 상황을 모

자료 |	국토교통부, “24일 00시부터 대구부산·서울춘천 통행료 인
하”, 2020.12.23.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
jsp?lcmspage=1&id=95084950

니터링 할 수 있는 관제센터 상황판을 선보여 버스에
탑재된 센서의 고장상황 등을 점검하는 기능도 시연
했다.
차량통행이 적은 도로에서 중소형 버스로 시연했던
작년과 달리, 이번 시연에서는 실제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을 따라 대형버스를 운행하여 더욱 발전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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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선보였다. 내년에는 자율주행 대형버스와 중

다양한 차량을 수소차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소형버스를 함께 운행하며, 주요 노선을 운행하는 대

국토부는 사업 단계별 추진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형버스에서 승객의 집 앞까지 운행하는 중소형 버스

지자체, 참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추

로 환승하는 자율협력주행 기반의 복합적인 환승 시

진 상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아울

스템까지 선보인다. 특히, 환승 서비스는 수요 응답

러, 국토부는 춘천·안산·창원·충주·통영 등 5개소를

형 기반의 서비스로 시연할 계획이다.

수소교통 복합기지 후보지로 선정하고 2022년부터

자료 |	국토교통부, “세종시 대중교통 구간서 자율협력주행버스 실
증 시연”, 2020.12.2.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
jsp?lcmspage=1&id=95084838

국토교통부

본격적인 사업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
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부,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 선
정”, 2020.12.11.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
jsp?lcmspage=1&id=95084886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 시범사업 선정
2021년 평택 시범사업 착수 → 수소충전소 및 부대
시설 복합 조성

국토교통부

함양울산선(145km) 중 밀양-울산 구간 우선
개통

국토교통부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살얼음 등 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모를 통해 ‘수소교통 복합

도로

기지’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평택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수요가 많은 교

국토교통부는 12월 11일부터 고속국도 제14호 함양

통거점에 대용량 수소 충전소와 함께 관련 부대시설

울산선(145km) 중 밀양~울산 구간을 우선 개통한다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 확장가능성을 고

고 밝혔다.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중 밀양~울

려한 수소충전소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다.

산 구간은 경남 밀양시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잇는

사업 후보지는 사업 타당성, 교통입지 여건, 시설 활

총 길이 45km,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지난 ’14년

용·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다.

착공하여, 총사업비 2조 1,436억 원을 투입, 7년 만

내년도 시범사업 착수와 관련하여 평택시는 구체적

에 개통하게 되었다. 본 노선은 자연경관 훼손 최소

인 수소교통 복합기지 구축계획과 기본설계 등을 내

화를 위하여 전체연장의 77%가 터널과 교량으로 시

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연말까지 수소충전소, 주차

공되었으며, 영남알프스 산악구간은 초장대 터널(재

장 등의 주요 시설을 구축하며, 인근 수소생산기지

약산터널 8km, 신불산터널6.5km)로 통과한다.

(2021.9월 완공 예정)와 연계하여 저렴하고 안정적으

주행시간은 22분 단축 (49→27분) 되고 거리는

로 수소연료를 공급하고, 주요 시설 구축 시기에 맞

24.6km 단축(69.8→45.2km)되며, 물류비용은 1,601

춰 시내버스, 산단 통근버스, 교통약자지원차량 등

억 원/년 절감된다. 또한, 동해안 간절곶, 영남 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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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배내골 등 주변 관광명소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국토교통부

영남권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및 울산 온산산업단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지 등의 물류 이동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도시철도, GTX 등으로 서울도심 30분대 접근 가능

된다. 사고예방을 위해 살얼음 사고예방 시설, 터널
추돌사고 예방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선제적으로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도입한 최첨단 고속도로로 건설되었다. 터널입출구

(2020.12.4)를 거쳐 남양주왕숙(6만 6천호)과 고양창

부와 내부, 녹지대 등에는 지역의 문화와 자연을 담

릉(3만 8천호)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 광

아낸 영남알프스의 푸른 산세 형상화 등의 디자인을

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

하였다. 또한 휴게소(울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

하여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을 설치하고, 화물차

역,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운전자 전용 휴게시설도 설치하였다.

대광위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서울도심까지 30분
대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
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하였다. 5월에 광
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한 하남교산·과천은 도로사
업 실시설계 착수 등 후속절차를 정상 진행 중으로
2021년부터 사업별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인천계양·부천대장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통합대책을
수립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12.30)를 완
료할 계획이다.
남양주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중교통 핵심
사업은 남양주에서 서울 등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간 도시철도로 2028년까지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지구 내부로는

자료 |	국토교통부, “11일 함양울산선(145km) 중 밀양-울산 구간
우선 개통”, 2020.12.8.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
jsp?lcmspage=1&id=95084866

경춘선 역사(GTX-B 정차) 및 경의중앙선 역사를 신설
하며, 별내선과 진접선을 잇는 별내선 연장 사업에
비용을 분담하고,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를 운행하
는 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
행되면 주요 통행시간이 서울역 방면 45→25분, 강

088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남역방면 70→45분으로 단축되고 북부간선도로, 강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춘천휴게소는 수소충전소

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기존 도로의 교통여건도 개선

가 없었던 춘천시가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해 비용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창릉지구는 대중교통 확충

일부 부담하여 협업한 사례로, 충전소 부족으로 불편

부분 중 핵심사업으로 고양~서울 은평 간 도시철도

함을 겪던 춘천시민과 강원도민, 강원도를 방문하는

건설와 GTX-A 창릉역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고양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시 지역 내 철도 소외지역 간 연계를 위해 대곡~고양

대된다.

시청, 식사~고양시청 신교통수단 사업을 계획하였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을 실

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주요 통행시간이

현하는 한편, 수소차의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역 방면 40→10분, 여의도 방면 50→25분으로

’22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60기의 수소충전소

단축되고 주변 도심지인 원흥, 화정, 지축 지구 등 수

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도로

도권 서북지역의 도로교통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

공사와 현대자동차가 각 4개소씩 구축한 8기의 수소

대된다.

충전소가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신탄진과 춘천 휴게

자료 |	국토교통부,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2020.12.29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
jsp?lcmspage=1&id=95084988

국토교통부

소 충전소를 포함하여 총 16기의 수소충전소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탄소중립 한 걸음 더… 신탄진·춘천휴게소 수
소충전소 구축", 2020.12.28.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
jsp?lcmspage=1&id=95084983

탄소중립 한 걸음 더, 신탄진·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

환경부

충청·강원 지역 첫 고속도로 수소충전소로 장거리

대형트럭·버스도 온실가스 배출 줄여야, 감축

이동 지원

기준 적용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2월 29일 경부고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

도로 신탄진 휴게소(서울 방향)와 중앙고속도로 춘천

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

휴게소(부산 방향) 2개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였다

용된다. 환경부는 2023~2025년 총중량 3.5톤 이상

고 밝혔다. 두 곳의 수소충전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중·대형 승합·화물차량 등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

의 완성검사 및 자체 시험 운전을 거쳐 1월 중 정식

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

신탄진, 춘천 휴게소 충전소는 각각 충청, 강원 지역

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 처음으로 구축되는 수소충전소로, 해당

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

지역을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해소

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환

2021 01 VOL.275

089

교통 관련 보도자료 중계

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상용차

안전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 기본계획 및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한다. 감축 비율은 2024

신설, 보행안전지수 도입, 보행환경 정책연구센터 지

년 4.5%, 2025년 7.5%로 높아진다. 중·대형 상용차

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는 약 85만대로 전체 차량의 약 3.5% 수준이나 수송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를 차지, 적극적

별시장 등과 협의 후 중앙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

의 심의를 받아 5년마다 국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

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

기본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크레딧)을

를 마련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보행안전

인정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 이

계획을 수립 중이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신

경우 전기·수소전기 차량은 1대 판매 시 3대, 액화천

설, 행안부·국토부·경찰청 등 여러 기관에서 다뤄지

연가스(LN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1대 판매

고 있는 국가 보행 관련 제도, 정책, 사업들을 관계기

시 2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한다.

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지침 제정과 함께 중·대형 상용차의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 및 보행정책을 계량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측정·비교할 수 있는 보행안전지수도 도입한다. 보행

업계에 제공한다.

안전지수는 지자체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정책목

자료 |	환경부, “대형트럭·버스도 온실가스 배출 줄여야… 감축 기
준 적용”, 2020.12.28.
https://www.korea.kr

표 설정과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전략 수립, 보행사업
예산 배분기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

행정안전부

보행자 교통안전 국가기본계획 만든다, 국가
책임 강화

이다.
자료 |	행정안전부, “보행자 교통안전 국가기본계획 만든다… 국가
책임 강화”, 2020.12.17.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
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
00000008&nttId=81713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보행권 보장과 보행환경 개선
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개
정,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고

환경부

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37.5% 감축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2년 보행안전 기반 구축 및

090

보행문화 확산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

정부가 오는 2030년 공공부문 782개 기관의 온실가

한 법률」을 제정했으나 국가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

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37.5% 감축한다는 목표

재로 지자체 보행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등이 체계적

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

이지 못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보행자 교통

다 강화된 수치다.

월간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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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그린 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

으로 등장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

Mobility, PM)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등을 주요 내용

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

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

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화에 관한 법률」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

지난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

리제’는 올해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

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먼저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2021~2030년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기준배출량 대

개인형이동장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년

“개인형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산자부에서 정하는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이다. 또한 감

‘안전기준’ 준수 여부가 확인이 된 제품에 한하여 도

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 뉴딜 사업을 지속적으

로교통법이 적용된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도

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로를 통행할 수 있는 등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선도적 이행을 통한 재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이 적용되지만, 13세 미만인

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의 내

어린이는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최근 개인형이동장

용이 신규로 추가됐다.

치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의 교통안

공공부문의 감축목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

로드맵’ 상 공공·기타 부문의 감축목표 수준을 기본

강화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성 및 그린 뉴딜의 투자 확대

재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게 되면(공포 후 4개월)

등을 고려해 설정됐다. 2030년까지 2017년 배출

운전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

량 대비 37.5%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기준배출량

고,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2인 이상 탑승하여 운전한

(2007~2009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50%를 감축하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는 것이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자료 |	환경부, “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7년 대비
37.5% 감축”, 2020.12.08.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
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
tle&searchValue=%EC%98%A8%EC%8B%A4%EA%B0
%80%EC%8A%A4&menuId=286&orgCd=&boardId=141
658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
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
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
며, 3번 이상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하면 형사처

경찰청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개정 법률 시행

벌은 물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자료 |	경찰청,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0.12.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List.do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새로운 교통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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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특히, C-ITS 실증사업의 목표인 버스 등 대중교통 사

세계를 향해 5G 융합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

고 예방을 위해 커넥티드 기술을 활용하여 중앙버스

시작

전용차로 구간의 교통안전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대중교통(버스) 특화 교통안전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인 C-ITS 실증

시작한다. 대중교통 특화 서비스는 도로 중앙에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에서 가장 앞서 5G 융합을 통

정류소 진입 전 보행자 위험을 사전에 안내하고, 어

해 실제 도심도로에서 차량과 차량, 보행자, 인프라

느 정차면이 점유되어 있는지, 추월하는 버스와의 충

등 모든 것이 끊임없이 연결하여 교통사고를 획기적

돌 위험은 없는지 등 사고위험이 큰 정류소 안전 운

으로 줄이고,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커넥티드

행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내년 2월까지 빅데이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버스 1,600대, 택

분석을 통해 운전자 운전습관, 도로별 교통사고 위험

시 100대 등 총 1,700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세계 최

도까지 안내하는 총 34개의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

초이면서 대규모 차량에 적용되는 “C-ITS 기반 5G

를 완성 할 예정이다.

융합 자동차 커넥티드 상용화 서비스” 시작을 알렸
으며, 올해 안에 버스 1,000대부터 해당 서비스를 순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시, 세계를 향해 5G 융합 자동차 커넥티드
서비스 시작을 알리다”, 2020.12.1.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4554

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Wifi 방식의 WAVE(차량무선통신망)를 이용

서울특별시

한 커넥티드 서비스 실증은 국내외에서 이루어졌으

서울 더 걷기 편해진다, 25곳에 대각선횡단보도

나, WAVE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화

신설

한 5G 이동통신 기술이 융합된 자동차 커넥티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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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구현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는 5G + WAVE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총 25곳에 대해 대

등 모든 통신망을 통해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 색상,

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대각선횡단보도’는 별도

앞으로 녹색등이 몇 초 남아있는지 등 초 단위로 잔

의 보행전용 신호를 두어 보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 시간까지 안내하는 전방 교통신호 알림 및 위반

한 번에 횡단할 수 있는 보행 친화적 교통시설로서

경고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또한, 도로 위험 구간에

횡단시간의 단축으로 보행자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설치된 딥러닝 영상카메라를 통해 무단횡단 보행자,

교차로 내 전 차량 운행이 정지됨에 따라 횡단보도

터널내 사고, 불법주정차 차량, 커브 구간 내 정지 차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차

량 등을 24시간 검지하여 5G를 통해 차량에 미리 알

량통행 시 교차로 통과시간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나

려주는 등 도로위험 사전 예고 서비스와 함께 전방추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돌주의, 차선이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총 24개

2020년 이전에는 매년 3~4개소 수준에서 설치되었

의 자동차 커넥티드 기술 기반 교통안전서비스를 시

으나,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25개 이상, 대각선횡

작한다.

단보도를 종전 대비 6배 이상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월간 교통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보행환경 개선으로 서울이 더 걷기 편리해질 것으로

단계 구간(동막역~국제업무지구역 간 6,54㎞, 6개역)이

보인다.

추가 개통한 데 이어 송도연장선 2단계 구간(국제업

서울시는 대각선횡단보도의 지속 확대 설치를 위해

무지구역~송도달빛축제공원역 간 0.82㎞, 1개역)이 개통

2021년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미리 설계를 진행

을 맞았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은 2016년 2호선이

중이다. 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등 보행약자가 많은

개통하며 하루 평균 승객이 40만 명에 달하는 시민

지역(보호구역) 등에는 보행자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

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으로 고려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

해, 지난 9일 누적 승객이 20억 명을 돌파했다.

이다.
자료 |	서울특별시, “서울 더 걷기 편해진다…종로1가 등 25곳에
대각선횡단보도 신설”, 2020.12.7.
https://news.seoul.go.kr/traffic/archives/504574

자료 |	인천광역시, “인천1호선 2단계 구간, 12월 12일 개통”,
2020.12.11.
https://www.incheon.go.kr/IC010205

경기도
인천광역시

동북부 숙원사업 국도43·47호선, 전 구간 개통

인천1호선 2단계 구간, 12월 12일 개통
경기 동북부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의정부 및 남
인천광역시는 송도연장선 2단계 개통식을 개최했다

양주에서 포천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국도43호선(의

고 밝혔다. 송도연장선 2단계 구간은 인천도시철도

정부~소흘)’과 ‘국도47호선(진접~내촌)’ 전 구간이 지

1호선 1단계 구간인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 개

난 12월 31일 자로 개통했다. 국도 43호선 의정부

통(2009.6.1.) 이후 지난 2016년 7월 토목공사 착공

~소흘 7.49㎞ 구간은 의정부 시계부터 포천시 소흘

후 4년 5개월 만에 개통을 맞게 됐다. 인천시는 이번

읍 송우리(송우교)까지 연결하는 왕복 6차선 도로로,

2단계 구간 개통으로 송도6·8공구 등 주변 아파트

2011년 5월 공사를 시작해 12월 31일 준공을 맞았

입주민들의 출퇴근길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

다. 이 구간 개통으로 소흘읍 일원의 소규모 공장 및

하고 있다.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인천시청역까

공단의 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대폭 해소될 것으

지는 28분이 소요되며, 부평역까지는 37분 안에 진

로 기대된다.

입이 가능해 명실상부 시민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하게

국도47호선 진접~내촌 9.04㎞ 구간은 남양주시 진

됐다. 지난 12월 12일 새벽 5시 30분 첫 운행을 시작

접읍 장현IC부터 포천시 내촌면 내리(내촌IC)를 연결

한 송도연장선 2단계 구간은 차량 8량 1편성으로 출

하는 왕복4~6차로 도로로 2013년 5월 공사를 시작

퇴근시간에는 4.5~5.5분 내외, 평시에는 8.5분 간격

했다. 이중 1구간(장현IC~진벌천교, 3.7㎞)은 12월 7일

으로 운행하며, 표정속도(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속도)

개통했으며, 나머지 2구간(진벌천교~내촌IC, 5.34㎞)은

는 시속 약 32.5㎞이다.

12월 31일 개통했다. 이번 국도 43호선(의정부~소홀)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지난 1999년 개통(계양역~동

및 47호선(진접~내촌)의 개통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

암역 간 22.9㎞, 23개역)한 이후 2009년 송도연장선 1

속도로에서 포천 각 지역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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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 교통 유상 서비스 세종서 출발
자율주행 특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사전에 선
정된 체험단이 직접 유료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
스를 이용하는 방식의 실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시는 세종정부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자
율주행 순환셔틀 유상 서비스’ 시연 행사를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번에 시연한 서비스는 실제 규제 특례
자료 |	경기도, “동북부 숙원사업 국도43(의정부~소흘)·47호선(진
접~내촌), 31일 전 구간 개통”, 2020.12.2.9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do

를 받아 실증에 착수하는 첫 번째 서비스다. 이날 행
사는 국내 첫 자율주행자동차 서비스 유상 결제를
시작으로, 실제 이용과정과 같게 스마트폰 앱을 통한

충청북도

탑승예약부터 이동, 결제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

에어로케이 항공 운항증명(AOC) 발급

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토교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내달부터 제주노선 취항

통부, 세종컨벤션센터·국립세종도서관, 산업통상자
원부를 순환하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순환셔틀을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8일 청주국제공항 거점항

활용한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실증이 본격적으

공사인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

로 추진된다.

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

실증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까지 24개월이며, 민

운송사업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AOC)을 발

간 사업자가 선발한 체험단을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

급했다.

한 후 향후 서비스 안정화 단계에 따라 이용대상을

충청북도는 에어로케이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

확대할 계획이다.

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청주공항 활
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참고로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교통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주행 교통 유상 서비스 세종서 출발”,
2020.12.20.
https://www.sejong.go.kr/bbs/R0079/view.do?nttId=B0
00000033001Vs6oN6m&mno=sub02_0401&cmsNoStr=
&kind=&pageIndex=1

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개시가 가능하며, 운항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
감독대상으로 지정되어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자료 |	충청북도, “에어로케이 항공 운항증명(AOC) 발급”,
2020.12.28.
https://www.chungbuk.go.kr/www/selectBbsNttList.
do?bbsNo=65&key=429

094

월간 교통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신도시 연계형 물류시설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속도로-3기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 뉴스

신도시 연계형 물류시설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

쿨존 주변의 통행속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결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신도시 연계형 물류시

어린이 통학시간대(6시~9시, 12시~15시)의 택시 평균

설은 고속도로와 연접한 신도시의 입지특성을 반영

통행속도가 2018년 6월 시속 34.3km에서 2020년

한 맞춤형 혁신사업모델로,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화

6월 시속 32.0km로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차가 나들목(IC)을 거치지 않아도 본선에서 신도시

그러나, 차량 속도가 초당 시속 14km 이상 급격히

내에 위치한 물류센터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감소하는 ‘급감속’ 발생비율은 오히려 33.3% 증가한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생활물류 발전방안’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환으로, 수도권 내 물류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
에서 최근 비대면 소비 증가 등으로 급증한 생활물
류 수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화물차의 도심 진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톨게이트 지정체 감소 등 고속도로
운영 효율성의 향상과 함께 교통안전 및 환경피해 예
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사업 타당성조
사 및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동용역을 수행해
내년까지 물류시설 입지 및 사업규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
내 물류시설이 들어설 대상지를 확보하고, 한국도로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차량 속도 줄
었다!”, 2020.12.21.
http://www.kotsa.or.kr/ind/prt/InqListNANNewsData.do
?ctgCd=&searchCtgCd=&bbsSn=&pageIndex=1&searc
hCnd=01&searchWrd=%EB%AF%BC%EC%8B%9D%E
C%9D%B4%EB%B2%95

공사는 고속도로와 물류시설을 직접 연결하는 도로
를 개설하게 된다.
자료 |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고속도
로-신도시 연계형 물류시설’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2020.12.18. https://www.ex.co.kr

한국교통안전공단

고령자 무단횡단 사고원인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한국교통안전공단

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 차량 속도 줄었다!

결과, “고령자는 비고령자보다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 시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8~2020) 스쿨존

공단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속도별 보행자의

주변 택시 운행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명 민식

횡단판단 능력실험 결과, 60세 미만 비고령자는 횡

이법 시행(2020년 3월) 이후 서울시 스쿨존 내 통행속

단보도로부터 76.7m의 거리에 차량이 접근하였을

도가 6.7%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때 횡단을 포기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자는 64.7m

공단은 택시의 운행기록 자료를 활용해 민식이법 시

까지 접근했을 때 횡단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

행 이전(2018년 6월)과 이후(2020년 6월)의 서울시 스

다. 고령자들은 비고령자보다 보행속도가 느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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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도 횡단을 시도하

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은 경찰, 지자체 등

는 경향이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량속도별

관계기관과 합동해 특정 시간대에 정체 및 교통사고

고령자와 비고령자의 횡단포기 시점의 차이는 시속

가 자주 발생하는 생활권 주요교차로의 신호체계 및

60km일 때 15.5m로 나타났으며, 시속 50km에서는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한 것이다. 사업대상으로 선

그 차이가 8.5m까지 줄어들었다. 공단 관계자는 보

정된 교차로는 노인 및 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를 포

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기 위해선 접근 차량의 속도,

함한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이다.

접근 차량과의 거리, 자신의 횡단 소요시간(보행시간)

개선 결과, 교차로 주변의 차량 속도는 13.4% 향상

등을 모두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나, 고령자는 나이가

(23.2km/h→26.3km/h)되고 지체시간은 18.3% 감소

들어가면서 인지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비고령자

(94.4초/km→77.1초/km)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를 금

와 횡단판단 능력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42억 원의 차량운행비용

한편, 최근 3년간(2017~2019년) 무단횡단으로 인해

을 절감할 수 있고, 통행시간비용 및 환경비용 절감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는 1,495건으로, 그중 929건

액을 포함할 경우 연간 약 2,534억 원의 경제적 편익

(62.1%)이 고령보행자가 사망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

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교통분석 프로

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

그램을 이용한 신호운영체계 분석으로 신호주기 및

율(43.9%)과 비교하면 18.2%p 높은 수치로, 고령자

연동체계 등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교차로를 우선

들이 인지능력 저하로 잘못된 횡단판단을 내렸기 때

개선했다. 이어 도로확장, 교통섬 설치 등 중장기적

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 종합개선안을 수립했다. 개선사항을 교통안전성

자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고령자 무단횡단 사고원인 밝혀졌다!”,
2020.12.4.
http://www.kotsa.or.kr/ind/prt/InqDetNANNewsData.do
?ctgCd=&searchCtgCd=&bbsSn=16386&pageIndex=1&
searchCnd=01&searchWrd=%EB%AC%B4%EB%8B%A
8%ED%9A%A1%EB%8B%A8

도로교통공단

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
통행속도 13.4% 향상, 교통사고 위험 22.5% 감소
기대

도로교통공단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생활권 주
요교차로 80개소를 대상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한 결과 연간 약 2,534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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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SSAM)으로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약 22.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
환경 개선결과 발표”, 2020.12.3.
https://www.koroad.or.kr/kp_web/krPrView.do?board_
code=GABBS_050&board_num=135249

교통 SPOT

비대면 시대로 인해
증가하게 된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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